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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영상의 제작 왜곡이 시청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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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Visual Fatigue Caused From Distortions 
in 3D Video Production

Hyung-Jun Janga) and Yong-Goo Kima)‡

요 약

양안식 입체 영상 미디어의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작 및 후-제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작

왜곡들이 시청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시청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관적 시청 실험의 객관적 지표 생성을 위해 제작 왜곡

의 요인들을 분류하여 7가지의 대표적 시청 피로도 유발 요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요인 별 시청 실험을 위해 카메라와 피사체의

움직임 정도를 조합하여 4가지 실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실험 영상들은 각기 7단계의 제작 왜곡을 부가하여 5초 단위의 시

청 실험 콘텐츠 196개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콘텐츠와 ITU-R BT.1438 권고에 따라 총 101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주관적 시

청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시된 시청 실험의 분석 결과는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왜곡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및 각 오

차에 대한 허용 한계 범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workflow of 3D video produ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visual fatigue caused from distortions in 3D 
video production stage through a set of subjective visual assessment tests. To establish a set of objective indicators for subjective 
visual tests, various distortions in production stage are investigated to be categorized into 7 representative visual-fatigue-producing 
factors, and to conduct visual assessment tests for each selected category, 4 test video clips are produced by combining the extent 
of camera movement as well as the object(s) movement in the scene. Each produced test video is distorted to reflect each of the 
selected 7 visual-fatigue-producing factors, and we set 7 levels of distortion for each factor, resulting in 196 5-second-long video 
clips for testing. Based on these test materials and the recommendation of ITU-R BT.1438, subjective visual assessment tests are 
conducted by 101 applicants. The test results provide a relative importance and the tolerance limit of each visual-fatigue-producing 
factor, which corresponds to various distortions in 3D video production field.

Keyword: stereoscopic video, visual fatigue, visual comfort, subjective visual assessment, distortion in production field

Ⅰ. 서 론

3D 영상 처리 및 디스플레이 기술의 비약적인 최근 발전

은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 산업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영화 아바타로부터 촉발된 스테레오스코픽 3D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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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는 세계 각국의 주요 영상 산업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실감 방송의

하나로 스테레오스코픽 3D 방송의 가능성에 이목을 집중

하게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2010년 6월 프레임-호환 기

반의 3D 실험 방송이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실시되었고, 동 년 10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서비스-호환 구조의 세계 최초 고품질 3D 실험방송이 송출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3D 기술의 방송

실현은 방송 그 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3D 응용 분야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리란 전망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시장에서의 가시적 성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개선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양질

의 콘텐츠 보급 및 이를 통한 시청 피로도의 개선은 3D 산
업이 성공하기 위한 이러한 개선점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영화 산업에

등장했던 3D 영상이 투사 장치의 조잡함으로 인해 관람자

에게 두통과 눈의 불편감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역사를 통해 그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시간 시청이 전제되는 방송의 경우, 
시청자가 생리적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고

품질의 콘텐츠와 디스플레이가 전제되어야 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워

크플로 정착이 매우 중요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방송의 성

공 요인이라 하겠다.
스테레오스코픽 3D 입체 영상의 품질을 판단하고 시청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시청 피로도 유발 요소들을 분류

하고 평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Woods 등은 양안

식 비디오 시스템에서 키스톤 왜곡에 의해 유발되는 수직

시차의 범위를 논의하였고
[1], IJsselsteijn 등은 카메라 파라

미터와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이 스테레오 영상의 품질과 시

청 불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수행하여, 폭
주식 카메라의 사용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또한, Yamanoue 등은 영상을 9개 영역으로 분할하여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함으로

써 시차 분포의 영향을 고려한 시청 피로도를 예측하였고
[3], Kooi 등은 공간 왜곡 , 광도 비대칭 및 시차 왜곡에 기반

한 다양한 요인들이 시청 불편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함으

로써 각 요인 별 왜곡이 시청 불편을 초래하는 개별 임계치

를 제시하였다
[4]. 이러한 양안 시차의 정도와 시각 피로도

사이의 관계는 Speranza 등에 의해 더욱 확장되어 양안시

차의 시간적 변화 및 영상 내 물체의 깊이 변화와 시각 피로

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5],  Lambooij 등은

스테레오 영상 시청 불편을 유발하는 기존 요소들이 과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시청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들

을 발견하고, 깊이의 빠른 변화, 시/공간적 불일치 및 자연

스럽지 못한 정도의 상 흐림 등을 시청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요소로 제안하였다
[6]. 이상의 연구들이 모두 스테레

오스코픽 3D 영상의 시청 불편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고, 그 정도 및 임계치 등을 제시한 것이라면, Hoffman 
등은 [7]에서 일반적인 스테레오스코픽 3D 디스플레이가

요구하는 시청자의 원근조절과 영상의 상 흐림 효과가 양

안 정보의 합성과 이를 통한 공간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그들은 3단계 원근 조절이 가능한새로운디스플

레이를 제작하여 정확한 초점 신호가 양안 정보 합성의 능

력을 고양시키고, 깊이감 왜곡이나 시각 피로도를 크게 감

소시킨다는 사실을밝혔다. 이 후 Kim 등과
[8] Choi 등은

[9], 
최근 다시점 및 스테레오스코픽 3D 비디오의새로운 형식

으로 주목받고 있는, 깊이 정보 기반 스테레오스코픽 비디

오에서 깊이 정보를 이용한 수평/수직 시차량및 깊이 정보

의 시/공간 변화에 기반 한 시청 피로도 예측 기법을 제안하

였고, 이들 연구는 개인의 입체시 특성 차이를 반영한 깊이

영상의 움직임 기반 3D 시청피로도 예측 방식으로 연계되

었다
[10].

스테레오스코픽 3D 비디오의 휴먼팩터에 대한 이상과

같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고품질 3D 콘텐츠 보급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 할 수 있지만,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의 제작 시 발생하는 제작 왜곡에 의한 시청 피로도 유발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찾아볼수 없다. 참고문헌 [4]
의 경우, 다양한 시청 피로도 요소에 대한 개별극치를 조사

하였지만, 이는 시청 시스템의 하드웨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광학 오류, 광도 비대칭, 스테레오 차이 등에 대한 요소

를 포함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직접활용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이와같은 기존의 연구들을 3D 콘텐트제

작에 직접적으로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작 시스템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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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작 오류들을 각 시청 피로도

유발 요소, 혹은 여러 시청 피로도 유발 요소들에 연계하여

그 효과를 예측하고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가 명확하지 않은 제작 왜곡 요소들

이 존재할 뿐아니라, 이러한 연계를 통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비디오의 기존 휴먼팩터 연구 결과들의 재검증을 위해

서는 실로 방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작 및 후-제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작 왜곡들이 스테레오스코픽 3D 비디오의

시청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시청 실험을 통해 직

접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입체 영

상의 제작 장비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요인들을

분류하여 7가지 대표적 시청 피로도 유발 요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 별로 시청 피로도 (왜곡 정도)가 심해지도록 7단계

를설정하였다. 또한,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시각 피로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의 움직임 없이 화면내 피사

체의 움직임이빠른경우와느린경우, 그리고 피사체의 움

직임이 빠른 경우에 있어 카메라의 움직임이 느린 경우와

빠른경우의 4가지 실험 영상을 선정하였다. 즉, 4가지 실험

영상에 대해 각기 7가지 시청 피로도 유발 요인을 각 7 단
계로 구분하여 주관적 시청 실험을 수행하였고, 총 101명의

실험 응답자의설문 조사 내용을토대로 시청 피로도의 상

대적 강도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스테레오스코픽 3D 입체 영상의 제

작에 있어, 현장 상황에 따른 제작 왜곡의 무결성 확보에

있어 그 우선순위 또는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최소한의

제작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질의 입체 영상

을 제작하기 위해 표준화된 제작 가이드라인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제작 왜곡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대 이

상의 카메라와 리그 시스템 (Rig System) 이 필요하다. 현
재의 방식으로는 일반적인 2D 카메라와 리그를 결합한 형

태의 3D 제작 시스템이 일반화 되어있다.  이러한 리그 시

스템에서는 개별 장비들의 결합과 기계적인 메커니즘특성

으로 인해 다양한 왜곡이 발생하며 이러한 왜곡의 정확한

교정 (Alignment)이 입체 영상의 완성도와 시각적 피로도

경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체 영상을 제작하

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하면 두

대의 카메라의 동기화 문제, 두 대 카메라를 통한 촬영의

기하학적인 문제, 두 대의 카메라 세팅에서 발생하는 카메

라 특성 문제,  두개의 렌즈 광축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 촬영의 문법적인 문제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3D 영상의 제작 과정에서 장비의 특성과

오류교정 (Mismatch Alignment)에서 발생하는 왜곡의 종

류를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의 특징을 7개의 과정으로압축

하여 정리했다.  

1. 카메라 간 동기 문제

스테레오 이미지의 시청 피로도 유발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문제라고도볼수 있으며좌, 우 두 영상의 동기 문제는

저장 과정이나 후반 편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입체 인지 과정에서, 양안으로의 입력

되는 영상의 시차가 일정 한계를 벗어나면 각 입력 영상

을 서로 다른 그림으로 인식하여 입체 형성에 어려움을

주고, 이에 따라 시청 피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실제로 직교 리그형 카메라 시스템에서

는 기준이 되는 좌-카메라 영상과 반-거울 (Half Mirror)을
통해 반사되어 들어온 우-카메라 영상은 그 상대 위치가

수평 또는 수직각으로 90도 반전되기 때문에, 제작 현장

에서 별도의 장비 없이는 손쉽게 카메라-간 동기를 확인

하기 어려우며, 카메라가 사용하는 영상 센서 (Image 
Sensor) 의 종류에 따라 동기 특성이 다소 틀리게 나타날

수도 있다. 

2.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기하학적 문적

2.1 좌/우 영상 간 수직 라인 매칭 문제
3D 제작용 카메라를 직교방식이나 수평축 방식의 리그

에올려놓고 피사체를촬영할 때, 좌우 영상의 수평이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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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두 눈에 입력되어 망막에맺히는 상의 위치가 다르

게 되어 입체를 인지하는데 문제가 된다. HDTV (High 
Definition TV)의 경우, 예를 들어, 수직 해상도 1080 라인

중몇 라인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입체영상 인지에 방해가

되고, 시청 피로도가 유발되는지에 대한 허용 오차 범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2 좌/우 카메라간의 회전 정렬문제
3D 제작용 카메라를 리그에 장착할 때, 삼각대와의 수평

문제나 카메라에 장착된 플레이트-패널의 문제로 인해 좌/
우 카메라 중 어느 한쪽 또는 2대의 카메라가 모두 중심축

으로부터 틀어진 회전 정렬 오류가 발생한 영상이 촬영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화면의 중심

으로부터좌우 대칭으로 영상이 어긋나는 기하적인 오차를

회전 정렬 문제라 한다.

3. 카메라의 종류 및 파라미터 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

화이트/블랙밸런스, 감마특성, 디테일, Knee, 화이트클

립등에 관련된 영상 특성이좌/우 영상 간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같은 회사의 동일한 모델카메라 일지라도 카

메라가 가지는 고유의 센서 특징 (CCD 또는 CMOS의 특

성)과 전자적인 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해 똑같은 이미지를

획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래의 문제들은 영상을 표현하

는데 있어, 카메라(본체)에서 설정 또는 조정해 주어야할

파라미터 부분이다.

1) 화이트밸런스 문제는 주어진 조명에서 RGB 색상의

정렬이 두 카메라에서 어느정도 일치하여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화이트밸런스가 서로맞지 않으면 같은 그

림이라도색감이틀리게 표현 된다. 넓은 범위에서 두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 문제나 ND (Neutral Density) 
필터, CC (Color Conversion) 필터의 설정 문제 등을

포함하며, 색온도와 CC 필터 관계의 일치 또한 카메라

의 색상 일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 블랙밸런스 문제는 두 카메라 사이의블랙색상 표현

일치 도를 따지는 것이다. 실제로 카메라 초기 세팅에

있어 중요한 설정 요소이며, 블랙밸런스항목이틀리

게 되면검은색이나 진한갈색등의색상이 변하여 실

제와 다르게 표현된다.
3) 감마 특성의 문제는 중간부분의 휘도 특성이 가지는

표현이 두 카메라에서얼마나 정확히 일치되는가에 대

한 문제로, 디스플레이 특성에 따라 영상 표현에큰차

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영상의 제작 과정에 있어, 과거
CRT 모니터의 감마특성을 고려하여 카메라에서는

CRT 모니터 감마특성에 반대로설정하여운영하였으

며, 영화의 특성이나 그밖에 모니터의 특성에맞게 변

화를 줄 수 있는 항목이다. 
4) 디테일은 영상의윤곽선 부분이얼마나날카롭게 표현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좌우 영상의 디테일 정도

가 심하게틀리면마치 초점이 서로틀린것같은 착각

을 유발할 수 있다. 
5) Knee / 화이트 클립 등에 대한 문제는 영상이 어느

시점에서 압축 되는가, 그리고 영상의 표현을 어느지

점에서 클립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두 카메라 사이

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이다. 거의 대부

분 자동으로 설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정이 맞지

않으면 이미지의 이득 (Gain)에 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6) 직교리그에서는 반-거울을 사용하므로 반사와굴절을

통해 두 개의 영상을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반사와굴

절의 특성으로 인해 화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굴절보다는 반사에 의한 특성이 더욱 심한

화질 열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15], 

제작 현장 또는 후반작업에서 보정해야할 중요한 사항

이라 할 수 있다.

4. 카메라 렌즈 파라미터 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 
스테레오 카메라의 줌, 초점, 조리개 개방 등의
불일치에 의한 문제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함에 있어, 두 대의 카메라에서 렌

즈부분에서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의 불일치에 따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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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줌, 초점, 조리개 개방 등의 불일치를 포함하

는 것으로, 스테레오 이미지 표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두 대의 카메라에서 줌의 속도와 크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두 이미지 간의 밸런스가 깨져 좌/우 영상이 서

로 다른 크기로 획득되고 이에 따라 심각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2) 초점 불일치 문제는 두 대의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

의 초점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으

로, 심각한 피로감 유발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4]. 따라서 두 카메라 간의 초점 일치 정도가 가지는

피로도 유발의 허용 범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제작의 문제라 할 수 있다.
3) 조리개 개방 불일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사체에 대

한 좌/우 영상의 밝기 차이에 대한 것으로, 스테레오

이미지에 대한 노출 (exposure) 밸런스를 어떻게 가지

고 가야 하는 가, 얼마만큼의 오차가 허용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좌, 우 두 개의 영상이 가지는 노출 차이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 가는 문제로 볼 수 있다.

5. 렌즈의 광축 불일치 문제

두 대의 카메라와 렌즈가 가지는 광축의 일치는 입체 영

상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3D 
전용렌즈가 출시됨으로써 광축의 특성과컨트롤문제를 다

소 해결하고 있지만, 줌배율의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
보드 효과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위해 단 렌즈를 사용하

는 경우거리에 따른렌즈의 탈부착과얼라인먼트조정 시

간의 증가는 능률적 제작을 위해 시청 피로도와 연계하여

제작 현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6. 수렴 (Convergence) 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간의 시각 체계는 기본적으로 보고자하는 대상에 초점

을맞추도록한다. 반면, 극장이나 TV 모니터에서 입체 영상

을 시청하는 경우, 물리적인 주시각의 초점 거리는 스크린

또는 TV 디스플레이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즉, 극장이나

TV 모니터에서 원하는 입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직사

각형의 영상 화면이좌우로 수렴각 (Convergence Angle) 만
큼왜곡 되므로, 편집에서 발생한 수렴오류에 의해 화면의

좌, 우 양끝 쪽에서 키스톤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7. 입체 촬영의 문법적인 문제

1) 스테레오 영상의 윈도우 오류 (Stereoscopic Window 
Violation)[12] 

  특히 음-시차 (Negative Parallax) 효과를 가지는 물체

가 화면 테두리에 잡히면 입체 효과가 무너져 시각적

피로도가증대된다. 이는 디스플레이의 초점거리와튀

어나와 보이는 입체 효과의 수렴거리의 차이로 인해

시각적 혼란을 느껴 입체를 느낄 때 피로감을 유발하

기 때문이다. 
2) 빠른 줌-IN/OUT , 패닝 (Panning), 틸팅 (Tilting) 등
빠른 장면의 전환은 인간 시각체계의 빠른 수렴 전환

을 요구하여, 미처 입체 현상을느끼기도 전에 빠르게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입체 효과의 반감과 함께

피로도도증대 된다. 기존 2D 영상 이미지 처리기법과

는 차별화된 영상 문법이 요구 된다.
3) 동일 물체의 경우, 장면전환 등으로 인한 크기와거리

가 변환될때 깊이 값에 대한 기준과 연계가 동반 되

어야 한다. 여러 대의 3D 카메라 또는 한 대의 3D 카
메라로촬영한 영상의 편집 과정에서,  급격하게 변하

는 깊이 값의 전환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면 전

환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이는 입체풀-샷에서갑

자기 튀어나와 보이는 입체 값으로의 변환은 인간 시

각의 수렴 거리가 영상이 요구하는 초점 거리를 맞춰

가기 힘들게 한다.
4) 화면에 수렴초점이맞은면에서부터 시야각을좌우로

움직이면 앞쪽의 화면이좌우로 심하게 움직인다. 즉, 
수렴초점을 기준으로거리가 멀리떨어질수록시야각

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의 Keying 효과가 증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입체 영상의 제작과정에서 발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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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B Type] [C Type] [D Type]

그림 1. 프레임 호환 방식으로 제작된 실험 영상
Fig. 1. Frame compatible test videos for the proposed subjective evaluation

있는 왜곡의종류와패턴을 분류하여 다음의 7가지 경우로

압축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7개항목에 대한

시청 피로도 특성과 시청 피로도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7가지 실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동기 오차: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의 동기가 일치되지

않는 정도를 가변하며, 입체값인식과 시청 피로도의

정도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2) 수직 라인 지연: 3D 디스플레이 화면의 수직 해상도를

대상으로 인위적 라인 지연을 단계적으로 가변하며, 
입체 영상에 대한 인지특성 및 시각적 피로감을 측정

한다.
3) 회전 정렬오차: 기준 카메라에 비해 다른카메라의 회

전방향에 대한 기울기의 오차를 가변 할 때 입체값의

인식 변화와 시청 피로도의 정도를 측정한다.
4) 두 영상의밝기 차이: 좌, 우 영상의노출에 의한밝기

차이를 단계화하여 단계 별 입체 인식의 정도 변화 및

시청 피로도를 측정한다.
5) 두 영상의 색상 차이: 기준 영상에 비해 부가 영상의

색상 포화도(Saturation) 변화를 단계화 하여, 그 차이

가 입체영상의 인식에 주는 영향과 시각적 피로감의

유발 정도를 측정한다.
6) 줌 크기 (Zoom Size) 불일치: 줌 사이즈(Zoom Size) 

에 대한 문제는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기 어려

운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렌즈의줌수치를달리하

여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의 크기를 단계적으로 달리

하고, 이에 따른입체 인지의 한계와 시청 피로도를 측

정한다. 
7) 초점 불일치: 초점 (Focus)에 대한 문제는 다분히 주관

적이고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기 어려운항목이

지만 입체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에서는 좌안 영상을 기준으로 우안 영상의 포커스를

단계별로 다르게 하여 단계에 따른 입체 인지 변화와

시청 피로도를 측정한다.

Ⅲ. 시청피로도 측정 실험 설계

1. 실험의 일반 구성 및 콘텐츠 생성 방법

입체 영상의 방해 요소와 시각적 피로도 발생부분은 너

무나 광범위하고 또한 주관적 평가 요소도 다양하므로 본

연구의 실험 방법에서는 주로 객관적이고 계량화 하여 측

정하기에 적당한몇 가지 요소로 한정 하였다. 또한 3D 제
작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제작 과정에서 시각적 피

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종합해 실험항목의 평가에

기준으로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3D 입체 영상의 제작 과정

과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얼라인먼트 (Alignment)가 입체

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시키는 시각적 피로도의 최초 임계

점(Critical Point)을찾아내고, 실험항목 간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이른바 ‘특성상 단계별 변화에 대한 최초 반응 구간

에서의 체크’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입체

영상은 크게 4종류로, 배경화면은 정지해있고 입체의 동적

인 움직임이느린장면 (A type) 과빠른장면 (B type), 그
리고 주 피사체의 빠른 움직임에 배경화면이 느린 움직임

(C type)과 빠른 움직임 (D type)을 가지는 입체 영상으로

구성하였는데, 영상 내 물체와 배경의 깊이 값은 ‘comfort 
zone'내에 위치하는 입체 영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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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성된 입체 영상클립의 대표 화면을 도시하였다.1) 각
실험 항목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측정 항목별로 7단계로 나누어 설계 하였으며, 
실험의 여건상 입체 영상은 프레임 호환 방식 (Side-By- 
Side)으로 제작하였다. 

1.1 실험 및 실험 영상의 일반적 구성
실험에 사용된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클립은 원본에 대

한 입체 완성도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2010년 5월 대구육

상 3D 중계에서 사용되었던 시퀀스를 이용하여 앞서설명

한 특성을 가지는 5초 단위의 부분 영상을 발췌하여 기본

구성하였다. 각 영상클립은짧은 시간 안에 입체를 인식하

기에 적절하도록 단일 장면 (ONE Scene), 단일 컷 (ONE 
Cut)으로 구성하였다. 스테레오 영상에, 앞서 설명한 제작

왜곡의 단계별 정도를 인가하기 위해, 좌안 영상을 기본으

로 우안 영상에만 인위적 변형을 실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실험 영상클립앞에는 1~7 번까지의 단계번호를 1초 동안

삽입하여 실험평가자로 하여금현재의 영상클립의 단계번

호를 고지하였고, 4종류로 구성된 실험 영상클립을 시청하

여 하나의 실험항목이완료되면 7점척도로 구성된 평가지

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각 실험의 1번 항목은 정상적인 클

립으로 구성하고, 번호가 높아질수록 왜곡의 정도가 심해

지도록 하였다.
시청 실험은 대략 30여분 동안 진행되는데, 매항목마다

1초의 단계 번호 고지 후 5초 동안에 실험 영상을 보여 주

었고, 매 실험 동영상클립의 단계 별 시청 실험이 끝나면, 
5초의검은 화면으로잔상의느낌을 제거하였다. 실험 영상

의 구성 여건상, 편집과정을 통하여 실험항목들에 대한 왜

곡을 인가하였으며, 주관적으로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 즉

포커스나, 밝기, 입체 값등은 좌안 영상 이미지 대비 백분

율(percentage)을높여 정도를 달리하여 실험 하였다. 전체

적으로 실험 영상의 변화를 일률적으로 단위 백분율 정도

나 라인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실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항목에서의 왜곡에

대한 피로도 정도를 감안하여 왜곡의 정도를 인가하였다.
실험 영상물의 시청 후 설문지의 뒷부분에 성별, 연령, 

교정시력, 3D경험 유무및횟수, 그리고 현재 자신의몸상

태 (상 / 중 / 하) 등을 기재하도록하였다. 실험 인원 선발은

총 101명의 성인 남녀로 하였으며, 사전 공지를 통한 자발

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하였다. 시청 피로도의 측정 방

법은 수동 (Passive) 방식인 편광필터가 내장된 47인치 TV
를 사용하였고, 1회 최대 실험 평가 인원은 5명 이내로 제

한하였으며, 기타 시청 환경은 [11]을 참고로 구축하였다. 

1.2 실험 콘텐츠 상세 구성
1) 동기 오차: 정확히 동기가 일치된 클립을 기준으로 1

프레임씩 지연된 영상을 7 단계로 구분 하였다. 따라

서 첫 번째 실험 영상 클립은 정확하게 동기가 일치

된 영상이고, 두 번째 클립은 1 프레임, 일곱 번째는

6 프레임 동기가 어긋난 영상 클립이다. 4가지 실험

동영상 클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수직 라인 지연: 첫 번째 동영상 클립을 기준으로 두

번째 클립부터 수직 라인을 5 라인씩 변화, 지연시켜

최종 30 라인의 오차 범위 내에서 단계 별 실험 콘텐츠

를 구성하였다. Full HD (High Definition) 해상도 기

준으로 약 0.5% 씩의 지연 변화를 인가한 셈이다.
3) 회전 정렬오차: 좌/우 영상을 각각 전체 화면비율대비

좌우로 0.5도 (Degree) 씩 기울어지도록 단계를 설정

하였다. 즉, 두 번째 실험 영상 클립의 경우 좌안영상

은 좌측으로 우안영상은 우측으로 0.5도 씩 합계 1도
를 중앙에서 변형시키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7단계에

서 총 6도의 왜곡 범위로 실험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4) 두 영상의밝기 차이: 좌안영상을 기준으로 우안 영상

에 대해 노출(exposure) 차이를 1단계에서부터 7단계

까지 변화시켜 실험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노출의 차

이를 인가하기 위해 시네폼 (Cineform) 편집기를 사용

1) 제작 왜곡의 시청 피로도는 영상의 입체값 범위 및 입체값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시청 피로도 연구에 있어 입체값은 매우 중요
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체값의 범위 구분이나 시간적 변화 정도에 대한 변인의 추가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변인을 가지는 시청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fort zone'내의 입체값을 가지

도록 촬영된 입체 영상에 대한 제작 왜곡의 시청피로도 연구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8 방송공학회논문지 2012년 제17권 제1호

[A-type, 동기 오차 왜곡] [C-type 동기 오차 왜곡]  [B-type 수직 라인 지연 왜곡] [D-type 수직 라인 지연 왜곡]

[A-type, 회전 정렬 오차 왜곡] [C-type 회전 정렬 오차 왜곡]  [B-type 밝기차이 왜곡] [D-type 밝기차이 왜곡]

[A-type, 색상 차이 왜곡] [D-type 색상 차이 왜곡] [B-type 줌 크기 불일치 왜곡]  [D-type 줌 크기 불일치 왜곡]

[A-type 초점 불일치 왜곡] [D-type 초점 불일치 왜곡]

그림 2. 단계별 실험 콘텐츠 구성의 일부 예
Fig. 2. Examples of artificial 3D production distortions applied to the test videos

하였고, 인가된 왜곡을 비디오 노출 단위인 IRE 
(Institute of Radio Engineers)로 환산하면실험 영상의

변화가 10IRE 씩 변화하도록 한 셈이다.
5) 두 영상의색상 차이: 좌안영상을 기준으로 우안 영상

의 색 포화도(Saturation)를 7단계정도로 구분하였다. 
색 포화도 왜곡을 인가하기 위해 시네폼 편집기를 사

용하였고, 두 번째 실험 영상 클립부터 색-포화도를

0.5단계씩늘려벡터스코프 (Vector Scope) 상에서색

-포화도가 15% 씩증가하도록 왜곡을 인가하였다. 두
카메라의 색 일치 문제는 다분히 주관적 기준일 수밖

에 없지만 카메라의 색 포화도에 대한 편집 과정에서

의 수치로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6) 줌 크기 (Zoom Size) 불일치: 좌안 영상을 기준으로

화면비율 대비 1%씩 우안 영상의 크기가 변화하도록

줌 수치를 설정하여 총 7단계의 우안 영상 클립을 생

성하였다. 줌으로 인해 틀려지는 컨버전스 포인트는

원래 영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7) 초점 불일치: 초점좌안 영상을 기준으로 우안 영상의

흐려짐 (Blur) 단계를 5%씩조절하여 7단계의 실험 콘

텐츠를 구성하였다. 

이상에서설명한 단계 별 실험 콘텐츠의 일부 구성 예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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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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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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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
영상

6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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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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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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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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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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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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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영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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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Black

          그림 3. 실험 주제 별 실험 영상 시청 구성도 (각 번호고지는 1초 , 번호 당 영상은 5초)
          Fig. 3. Test configuration for each subjective evaluation (notice of degradation (number): 1 sec, test video: 5 sec, per each)

2. 주관적 피로도 측정 실험의 구성
  
본 연구의 독립 변인(Independent Variable) 은 총 7개의

실험 항목으로 1) 동기 오차 문제, 2) 수직 라인 지연 문제, 
3) 회전 정렬오차 문제, 4) 두 영상의밝기 차이 문제, 5)두
영상의색상 차이 문제, 6) 줌크기 불일치 문제, 그리고 7) 
초점 불일치 문제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종속변인

(Dependent Variable)으로 1) 눈의 통증(예, 눈이뻑뻑하다), 
2) 시각적 스트레스로 인한 시청중단욕구(예, 피곤하다, 스
트레스를 받는다), 3) 어지러움(예, 어지럽다, 속이 울렁거

린다), 4) 신체통증(예, 목이 뻐근하다) 및 5) 상 흐림(예, 
이중상이 보인다, 상이흐릿하다 등)으로설정하여 그 내용

을 실험 평가지 우측에 별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변인 사

이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1)~(7)의 실험 주제 별 항목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주제별 항목은 앞서 설명된 4개의 기본

영상(A, B, C, D type)을 통해 테스트되며, 각 테스트콘텐

츠는 7단계의 점차 심한 왜곡이 인가된다. 실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실험 참가자들이 동일순서의 테스트 콘텐츠

시청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고, 이를 위

해설정된 7개의 실험항목을무작위로 바꾸어 가면서 20명
단위로 실험 순서를 달리 하였다. 

또한, 각 실험 항목에 대한 영상 시청에 있어, 단계 별로

왜곡이 인가된 영상을 시청하는 사이에 1초 단위의 단계

번호를 고지하여 시청 단계의 인지 및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4개의 실험 영상을 시청하는 사이에는

5초의검은 화면을 구성하여 시청 피로도가 연계되지 않도

록하였다. 시청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느끼

는 시점이 되면더 이상높은 왜곡이 인가된 영상을 시청하

지 말고 평가를 수행하도록권고하였으며, 7단계까지 시청

불편감을느끼지못하는 경우에는 5초의블랙화면이 보이

는 때에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어지는 실험

주제와 주제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 (20초 내외)을 취할 수

있도록하였는데, 각 실험 주제 별 실험 영상의 시청 구성도

를 [그림 3]에 도시하였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1. 실험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101명의 실험 평가단에 대한 일반적

통계를 살펴보면, 남자 실험 참가자가 60명 (59.4%), 여자

가 41명 (40.6%)으로 남성 참여자가 약 10% 더 많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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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_Issue
(왜곡단위) Mean (실제왜곡) St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Bound Upper Bound

동기오차 (프레임) 1 2.446 (1.4) .078 2.291 (1.3) 2.601 (1.6)

수직라인 (라인) 2 5.510 (22.6) .110 5.292 (21.5) 5.728 (23.6)

회전정렬 (도) 3 3.936 (14.7) .136 3.665 (13.3) 4.206 (16.0)
밝기 차 (IRE) 4 4.853 (38.5) .129 4.597 (36.0) 5.109 (41.1)

색상 차 (포화도 %) 5 3.985 (44.8) .134 3.719 (40.8) 4.250 (48.8)
줌 차이 (%) 6 4.835 (3.8) .130 4.578 (3.6) 5.092 (4.1)
초점 (블러 %) 7 4.464 (17.3) .134 4.198 (16.0) 4.730 (18.7)

표 1. 각 실험항목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Table 1. Frequency analysis result for each distortion tested

령대별로는 10-20대가 16명 (15.8%), 21-30대가 75명
(67.4%), 31-40대가 8명 (8%), 그리고 41-50대가 2명 (2%)
으로 21-3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입체 영상의 경험을묻는

질문에는 25명 (24.8%)이 전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나, 
1-3회가 53명 (52.5%), 4-10회가 21명 (20.8%)으로 나타나

입체 영상 시청 경험이 있는 실험 참가자가 전체의 75%를

넘었고, 20회와 60회 등 입체 영상 시청의 경험이 매우 많

은 실험 참가자도 각기 1명씩있었다. 현재의몸상태를묻

는 질문에는 37명 (36.6%)이 좋음 (high), 61명 (60.4%)이
보통 (medium)으로 답하여 보통이상이 97% 이상을 차지

했고, 교정시력또한 90명 (89%)의 응답자가 1.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통계를종합해 보면, 모집단이 대학

생 위주로 형성되어, 전체 모집단의 평균 연령이 21-30세
사이에 집중해 있으며, 시력이나 몸상태가 전반적으로 양

호하고, 입체 영상에 대한 기 경험자가 많다는 특성을 보이

고 있다.
유효평가 항목은 전체 101명 중 일부 미 응답자 4명을

제외한 97명에 대한 유효결측값 (N=97)을토대로 구성되

었고, 전체 7가지의 실험항목에 대한빈도분석의 평균값과

표준 오차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95% 신뢰 구간에서 1번, 2번, 7번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단계를 기준으로 시청 피로도의 인

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반면, 나머지항목에 대해서는 두

단계에 걸쳐 시청 피로도를 느끼는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임 동기 (1번 항목) 문제의

경우, 1프레임 차이까지는 모든응답자가 시청 피로도를느

끼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2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면

모든응답자가 시청 피로도를 호소하였다. 반면, 두 영상의

색상 차이 (5번항목)에 의한 시청 피로도의 경우에는좌/우
안 영상의색-포화도가 30% (3단계) 차이를 보일 때까지는

모든시청자가 시청 피로도를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5단계 (60% 색-포화도 차이)가 되어야 비로소 모든응답자

가 시청 피로도를 호소하였다.
7가지 실험 항목에서, 각 실험 영상의 특성에 따른 시청

피로도 차이를 분석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
에서, Cammera_Panning과 Object_Speed는 실험에 사용되

었던 A, B, C, D type의 영상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Cammera_Panning 과 Object_Speed 조합으로 1-1은 A, 1-2
는 B, 2-1은 C, 2-2는 D type에 해당한다.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카메라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시청 피로도의 극치 (Upper Bound at Camera_ 
Panning=2)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두 카메라의 색상 차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카메라가 움직

이는 경우색상 차에 의한 입체 영상의 시청 피로도가 카메

라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 비해서 더 낮은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카메

라 움직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이빠를 경우

입체 영상의 시청 피로도를느끼는극치가 더욱 커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카메라나 물체가빠르게 움직

이는 경우 인간 시각체계에 의한 입체의 인지가 이루어지

기 어렵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시

청 피로도가높은 부분에서는 제작 오류에 의한 시청 피로

도 극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실
제 입체 영상 제작에 있어 역동적인 장면의 촬영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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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_Issue * Camera_Panning * Object_Speed

Production_Issue Camera_
Panning

Object_
Speed Mean St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Bound Upper Bound

1
1 1 2.990 .107 2.777 3.202

2 2.289 .096 2.098 2.479

2 1 2.216 .078 2.062 2.371
2 2.289 .077 2.135 2.442

2
1 1 5.031 .137 4.759 5.303

2 5.598 .138 5.324 5.872

2 1 5.773 .139 5.496 6.050
2 5.639 .132 5.377 5.901

3
1 1 3.464 .148 3.170 3.758

2 3.866 .164 3.540 4.192

2 1 4.113 .158 3.800 4.427
2 4.299 .133 4.035 4.563

4
1 1 4.856 .163 4.532 5.180

2 4.876 .159 4.560 5.193

2 1 4.928 .142 4.647 5.209
2 4.753 .145 4.465 5.041

5
1 1 3.969 .163 3.645 4.294

2 4.258 .153 3.954 4.562

2 1 3.835 .151 3.536 4.134
2 3.876 .138 3.603 4.150

6
1 1 4.361 .146 4.071 4.651

2 4.918 .164 4.593 5.242

2 1 4.928 .142 4.645 5.210
2 5.134 .143 4.851 5.417

7
1 1 4.196 .165 3.869 4.523

2 4.505 .154 4.198 4.812

2 1 4.505 .153 4.201 4.809
2 4.649 .156 4.340 4.959

표 2. 실험 항목에 대한 세부적 평균값과 표준 오차
Table 2. Detail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distortion tested

입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결과 고찰은 다음과 같다. 

 

2. 실험 항목 별 상세 결과 분석
 
1) 동기 오차: 동기 오차 문제에 대한 실험 결과는 95% 

신뢰 구간에서 평균 2.291 지점 (선형적으로 1.146 프
레임 지연에 해당)부터 시청 피로도가 나타났고, 시청

피로도의 주원인은 상흐림이라 응답하였다2). 이는 입

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양안 입력 영상의 시차가

(Delay)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일치하는 실

험 결과로 입체의 동기화(synchronization)는 1 프레임

만 차이가 나도 시각적 피로도가 발생할 수 있는, 시청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가지 각

기 다른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3)를 보면카메라의 움

직임이느리고 주 피사체의 움직임이느릴때 가장 피

2) 시청 피로도 유발 원인에 대한 설문 응답은 눈의 통증, 시청 중단 욕구, 어지러움, 신체 통증 및 상 흐림 중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실험 항
목 및 실험 영상에 대한 응답 빈도 분석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3) 각 실험 영상에 대한 평균 시청 피로도 유발 단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그림 4]에 도시하였다. 각 부-영상의 y 축은 각 실험의 왜곡 단계를 의미하며, a. 
부 영상의 x축은 각 실험 항목을, b.~h. 부 영상의 x 축은 카메라 패닝 유/무 (표 2의 카메라 패닝 파라미터 1, 2)를 의미한다. 지면의 제한으로 모든
그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c.실험 2 (수직라인 오차)의 상관관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카메라 움직임이
없는 경우 (x축의 값이 1인 왼쪽) 물체의 움직임이 빠른 영상 (B)이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영상 (A)에 비해 높은 평균 극치 (표 2 참조, 왜곡 차이

0.567, 즉 2.8 라인 차이)를 가지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체의 움직임에 의한 (C, D) 극치 차이는 거의 없어지면서 (왜곡 차이 0.134, 
0.7 라인) 전반적으로 극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A, C) 물체의 움직임이 빠른 경우 (B, D)에 비해 카메라 움직임
에 의한 극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왜곡 차이 0.742, 3.7 라인).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 4]의 상관관계를 표 2의 실험 결과와 연계하여 각 실험 결

과에 대한 특징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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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종류 1A 1B 1C 1D 2A 2B 2C 2D 3A 3B 3C 3D

 1. 눈의 통증 3.0 2.0 2.0 2.0 13.9 12.9 12.9 13.9 10.9 9.9 9.9 5.0

 2. 시청중단욕구 11.9 12.9 10.9 14.9 25.7 25.7 21.8 18.8 27.7 29.7 26.7 29.7

 3. 어지러움 30.7 32.7 40.6 35.6 36.6 21.8 24.8 31.7 43.5 40.6 39.6 50.5

 4. 신체통증 2.0

 5. 상 흐림 54.5 51.5 45.5 46.5 13.9 15.8 16.8 6.9 14.9 12.9 19.8 10.9

결 측 1.0 1.0 1.0 9.9 21.8 23.8 28.7 3.0 6.9 4.0 4.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 피로도 발생이유 응답 빈도분석
Table 3. Frequency analysis for the 'reason of fatigue' responded

4A 4B 4C 4D 5A 5B 5C 5D 6A 6B 6C 6D 7A 7B 7C 7D

7.9 11.9 9.9 8.9 7.9 10.9 9.9 11.9 6.9 9.9 12.9 11.9 9.9 12.9 14.9 12.9

43.6 36.6 35.6 32.7 63.4 55.4 60.4 50.5 23.8 32.7 24.8 19.8 17.8 17.8 12.9 19.8

6.9 7.9 9.9 14.9 6.9 11.9 9.9 11.9 51.5 32.7 36.6 36.6 17.8 14.9 11.9 8.9

1.0 2.0 1.0 2.0 1.0 2.0 1.0 2.0 1.0

25.7 26.7 32.7 29.7 15.8 15.8 15.8 24.8 11.9 6.9 11.9 12.9 39.6 44.6 48.5 45.5

15.9 15.9 11.9 11.9 5.9 5.9 4.0 1 5.0 15.8 12.9 16.8 13.9 7.9 10.9 1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 실험 항목별 평균값에 대한 분포도 b. 실험 1의 상관관계 c. 실험 2의 상관관계 d. 실험 3의 상관관계

e. 실험 4의 상관관계 f. 실험 5의 상관관계 g. 실험 6의 상관관계 h. 실험 7의 상관관계

그림 4. 실험 항목별 평균값에 대한 분포도와 상관관계 그래프
Fig. 4. Interrelation of frequency analysis results in the presence of camera panning and moving object for each tes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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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의 발생이늦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상의 배

경이나 사물의 움직임이 적을 때 프레임 차이에 의한

시차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카

메라의액션이나 피사체의 움직임이빠른영상을 제작

하는 경우일수록 특히 동기화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
본적으로 양안 영상의 동기화 문제는 시각적 피로도의

발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수직 라인 지연: 수직 라인 지연의 실험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평균 5.292 단계부터 시청 피로도가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화면의 수직화면 주사선수를 기

준으로 2.117%의 지연에 해당한다. 시각적 피로도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실험 참가자들은 피로도의 원인으

로 어지러움과 시청중단에 대한 욕구를 들고 있다. 수
직 라인 오차는 카메라의 물리적인 높이가 틀리거나

수평이 불안적인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며 후반 작업에

서 보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그림의 디지털 줌을

이용하거나 영상의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해야 하므로

화질의 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대적으

로 작은 오차는 시청 피로도 유발에 크게 관여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4가지 실험 영상에 대한 세부 결과

를살펴보면카메라의 움직임이빠르고 피사체의 움직

임이 빠를수록 피로도 발생시점이 늦게 나타나는데, 
이는 움직임이 많은 기본적으로 인간 시각체계가 입체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시각체

계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데, 시각 체계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을수록입체

의 인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과 연계된다. 
결론적으로, 수직 라인 지연은 수직화면 주사선수를

기준으로 최소 2% 이내에서맞추어져야 하며, 수직 라

인 지연에 의한 시청 피로도는 어지러운 증상이 강하

게 나타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3) 회전 정렬오차: 회전 (Roll) 정렬오차는 리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의 정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왜곡으로 그 실험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평균

3.665 단계 (선형적으로 2.443도의 정렬 오차에 해당)
부터 시청 피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피로도의 유형은 수직 라인 오차에서와마찬가지로 어

지러움과 시청 중단 욕구로 응답되었다. 4가지 실험

영상에 따른시청 피로도 결과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

이 느릴수록, 그리고 피사체의 움직임 느릴수록 피로

도 발생 시점이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러한 현상은 수직 라인 지연의 결과와같이 인간 시각

체계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적을수록 더욱 빠르게

입체 인지 및 오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두 영상의 밝기 차이: 두 영상의 밝기 문제는 제작된

좌/우 영상의노출 차이로 발생하며, 실험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평균 4.597 단계 (선형적으로 34.478 
IRE에 해당)부터 시청 피로도가 유발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시청 피로도의 유형은 상흐림과 시청 중단

욕구로 응답되었다. 4가지 실험 영상에 대한 세부 결

과에서는빠른카메라의 움직임과빠른피사체의 움직

임에서 가장 빨리 시청 피로도가 나타나며, 피사체의

움직임이 빠르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이 다소 느린

C-type 영상에서 가장 늦게 시청 피로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피로도 발생의 표준오차 범

위가극히 작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큰의미를 두기

는 어려워 보인다. 입체 영상을 인지하고느끼는 과정

에서 좌우 영상의 밝기가 다를 경우 두 영상의 평균

밝기로 인지하게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으나, 그
차이가 대략 40IRE에 이르게 되면 양안 입력 영상의

통합 인지 상태가 깨지면서 시청 피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입체 영상

의 제작 시 카메라의 자동 조리개조절 상태나 ND 
(Neutral Density)필터가 틀릴 때 영상의 밝기의 차이

가 심해질 수 있는 사실을염두에 두고, 40IRE 이상의

양안 영상밝기 차이가 유발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또
한, 조리개의 과다노출로 인한 포화(Saturation)는 후-
제작 과정에서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서 두 카메라의밝기 대해민감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

구된다 할 수 있다.
5) 두 영상의색상 차이: 두 영상의 색상 차이에 대한 실

험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평균 3.719 단계 (선형

적으로 55.785% 색-포화도 차이에 해당)부터 시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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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청 피로도

의 유형은 상 흐림과 시청 중단욕구로 응답되었다. 4
가지 실험 영상에 대한 세부 실험 결과는 C-type과
D-type 영상에서 피로도 발생이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카메라 워킹과 피사체의 움직

임이 있는 경우 입체의 인식과정에서혼합되어 보이던

두 영상의색상에 대한 차이가 더욱낮은극치에서 분

리되어 보이면서 시청 피로도를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음을 나타낸다. 
6) 줌 크기 (Zoom Size) 불일치: 두 영상의 줌 사이즈

(Zoom Size) 불일치에 대한 실험 결과는 95% 신뢰구

간에서 평균 4.578 단계 (선형적으로 3.434%의 줌 크

기 차이에 해당)부터 시청피로도가 유발되는 것을 보

여주고 있으며, 피로도 발생 원인으로 어지러움과 시

청중단 욕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4가지 실험 영상

에 대한 세부 실험 결과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느리고

피사체의 움직임이느릴수록피로도 발생 시점이 이르

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줌사이즈불일치로 생기는 왜곡은 입체 영상의 제작에

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단 렌즈(Fixed 
Focal Length)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두 카메라의렌즈

에서 정확하게 초점거리를 일치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초점거리를 일치시키더라도 렌즈의 광학

특성상 화면의 크기가틀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

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이렇게 양안 영상의 크기

가 달라지더라도, 3% 이내의 줌 사이즈 차이 이내로

양안 영상의 크기 차이를 줄여야 최소한 시각적 피로

도 유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초점 불일치: 초점 불일치 문제에 대한 실험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평균 4.198 단계 (선형적으로

5.248% 블러 단계에 해당)부터 시청 피로도가 나타나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로도 유형은당연히 상흐

림이 주요인으로 응답되었다. 4가지 실험 영상에 대한

세부 실험 결과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적고 피사체

의 움직임이느릴수록적은 오차에서 피로도가 발생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점 불일치 문제는 사람마다

초점의 일치여부가 다소틀리기 때문에 주관적 경향이

강한 항목에 해당하며, 뷰파인더나 모니터의 잘못된

세팅으로 인해 좌우 영상의 포커스가 틀리게 세팅 될

수 있다. 실제로 반거울을 사용하는 경우빛의 반사와

굴절특성으로 초점의 변화가 발생하며 카메라의 피사

계심도 차이로 인해 양안 영상의 포커스가 틀리게 나

타날 수 있다. 

Ⅳ. 결 론

양질의 콘텐츠 보급 및 이를 통한 시청 피로도의 개선은

3D 영상 산업이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 및 후-제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작 왜곡들이 스테레오스코픽 3D 
비디오의 시청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시청 실험

을 통해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입체 영상의 인지 원리를 통해 입체 영상물을

시청 할 때 발생하는 시각적 피로도가 어떤부분에서 어떻

게 발생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입체 영상의 제작 장비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요인들을 분류하였다. 분류

된 요인들을 객관적인 수치나 계량화된 표현이 가능한 7개
항목으로, 실험의 대상 문제를 선정하였는데, 동기 오차, 수
직 라인 지연, 회전 정렬 오차, 두 영상의 밝기/색상 차이, 
줌사이즈불일치 및 초점 불일치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또
한, 각 실험항목의 시청 실험에서 입체 영상 자체의 특성에

따른 시청 피로도 차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배경의 움직임

정도와 피사체의 움직임 정도를 조합하여 4가지 대표 실험

영상클립을 구성하였고, 각 실험 영상클립에 해당왜곡을

7단계로설정하여 실험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시청 실험은

ITU-R BT.1483에서 권고하는 양안식 TV 영상 주관적 평

가 방법에 따라 총 101명의 실험 참가자를 통해 수행되었는

데, 항목별 시청피로도의누적을막고, 실험항목의 특정순

서에 따른 누적 피로도의 영향을 분석에서 제거하기 위해

실험항목의순서 임의화 및 단계별휴식, 실험항목별충분

한 휴식 등을 고려하여 시청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종합해 보면, 입체 영

상에서 발생하는 시청 피로도는 동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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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배경에 빠르게 움직이는 입체 피사체에서 보다 높

은 극치를 가지게 되고, 카메라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경우

두 영상의밝기 차이에 의한 문제를 제외하면 피사체의 움

직임은 시청 피로도의 극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

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수직 라인 지연, 회전 정렬

오차, 줌사이즈불일치 및 초점 불일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 경우가 배경이 고정된 경우보다 더

큰오차에서 시각 피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동기 및색

상 불일치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입체의 시청에서느끼는 피로감은 결국 제작에서완벽한

조합을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며, 왜곡된 입체

영상의 인지과정 문제로귀결시킬수 있다. 따라서 초기 제

작 단계에서 입체 영상의 시청에서 나타날수 있는 피로유

발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리그 시스템 및 카메라, 렌즈
등의 유기적 조합을 정확히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영상의 동기문제나 수직정렬문제, 회전축 오차

문제, 화면크기 변환 문제와같이좌/우 화면의 크기나 비율

이 틀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는 약간의 변형만으로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반면, 두 영상의밝기가

틀리는 문제와색상이 다른문제 그리고 초점이틀리는 문

제는 상대적으로덜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기

본적으로 입체 영상의 인식에 방해가 되는 원인으로 작용

한다.  
이상과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오차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 및 각 오차에

대한 허용 한계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입체 영상 제작의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 제작 현장의 상황 및 사용되는 제작 장비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제한된 시간 및 자원의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세밀한 입체 영상 가이드라인으

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사나 영화 제작사 등 유관 분

야의 폭넓은 관심과 경험,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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