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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화 아바타의 성공 이후, 3D 영화의 성공 사례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3D 영상이 성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해야하지

만, 특히 휴먼팩터 부분을 간과시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D 영상이 시청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막 초기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3D 영상 시청 후 시청자의 심리적 반응을 인지된 특성, 프레즌스, 시각 피로도 그

리고 양안운동 지각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다. 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결과 첫째, 인지된 특성은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

된 특성의 세부 요인 중 실물감이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레즌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인지된 안구운

동이 증가했지만, 시각피로도는 감소하였다. 이처럼, 프레즌스가 눈 움직임 지각과 시각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지는 첫 번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눈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적인 도구로서 우리의 눈을 사용한다고 여기기보다는 눈과 함께 환경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요소들이 많아야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후속 연

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프레즌스의 요인 중 시간 관여가 높아짐에 따라 시각피로도에 대한 지각이 감소

한다. 반면 몰입 실재감이 증가함에 따라 시각피로도는 증가하게 되므로 콘텐츠 제작 시 몰입 실재감을 높이는 효과는 일정 수준이상

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특성변인 중 실물감 요인이 프레즌스의 세부요인별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은 무엇인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fter the movie “AVATAR" became a good model of cash-cow in 3D movie, the profit of 3D-movie significantly reduced. One 
of the reasons why it happens comes from rare understanding of human factors for instance how viewers get immersed, but 
sometimes tired. Although 3D images should be more considered human visual system including eye, unfortunately most 
communication research ignored human factors. For those reasons this study observed the effect of 3D video on viewers' 
psychological response, especially for perceived eye movement, perceived characteristics, visual fatigue, and presence. With 90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 that viewers' perceived feature effects on their presence. In detail, first, materiality and tangibility are 
more important factors than clarity in 3D video, and it means that when making 3D content or devices, materiality and tangibility 
should be considers that any other factor. Secon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we perceive our eyes as media, and the result 
shows that as viewers' presence level became higher we perceive eye movements more, and as viewers' presence level became 
higher perceived visual fatigue became lower. This result means that when we move eyes, we interact with surrounded 
environment, so 3D content needs to provide vivid features to be more interactive. On the other hand, since level of presence 
increase visual fatigue, it must be balanced when producing and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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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지난 100여 년간의 영화 역사에서 3D 영상은 이미 두 번

의 황금기를 경험한 바 있다. 60여 편의 입체 영화가 만들

어진 1950년대를 1차 3D 영화 황금기라고 본다면 “13일의

금요일” “죠스” 등이 3D로 만들어지고 홈 비디오에도 3D
가 적용되었던 1980년대를 2차 3D 영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 두 시기 모두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

졌는데 1차 붐이었던 1950년대의 입체영상은 너무나 조악

했고, 2차 시기인 1980년대에도 시각적 피로감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이전에 지적했던 많은 문

제점이 해결되어 고급 품질의 3D 영화가 등장한 현재도 여

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3D 영화의 흥행성공요인을 3D
라는 포맷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오해가 그것이다. 작금의

3D 열풍은 영화 “아바타”가 몰고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데 정작 관련 종사자들은 지나치게 과열된 3D 열풍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바타”의 성공 비결을 단지 3D 
포맷을 택한 것 때문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실제로 아바타의 흥행으로 인해 큰 관심을 끌었던 3D영

화가 최근에는 다소 부진하고 있다. “아바타” 이후로 개봉

한 3D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함으로써 고수익을 낼 것으로

여겨졌던 3D 산업의 수입비율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3].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입체영상 기술은 계속 발달하

고 실용화가 진행 되고 있는 반면에, 3D 영화를 비롯한 입

체영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핵심적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3D 방송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 뿐만 아니라, 눈을 포함한 인간의 시각정보처리 시스

템의 속성이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이렇게 3D가 인간

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휴먼 팩터 연구

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찬복은 “3D 영상이란, 하나

의 눈에 해당하는 싱글 렌즈 시스템으로 힘겹게 삼차원의

세상을 재현해내다가 이제 3D의듀얼 렌즈시스템이 도입

되면서 눈이 두 개가 된 것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영상 문

법과 미학은 이제 ‘깊이감’(depth) 이라는 선물과 부담이 동

시에 주어진 것”[2]
이라고표현했다. 즉, 3D영상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

이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체영상이 시

청자의 심리적인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

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입체

영상이 시청자의 심리적인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입체 영상 시청시의 시각피로도와 눈운

동지각이 프레즌스와 인지된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입체영상 시청과 인지된 특성

망막은평면이므로 환경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깊이정보

는 안구에 광학적으로투사되는 과정에서 사라지지만 사람

들은 2D로부터 3D를 상당히잘인지한다. 즉, 인간은 경계, 
선과 사물의 질감을 이미지에서 환경으로 인식하기 위해

망막에 맺힌 상을 3D로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해석을 위해 상이한 이미지들을 서로 다른 눈에 제시하면

양안경합(binocular rivalry)이나 양안 억제(binocular sup-
pression)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눈

은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각의 망막으로 받아들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

하기 위해 서로 시각 정보 처리영역에서 경쟁하게 된다[6]. 
양쪽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전달하여깊이감 있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스테레오스코픽이 제공하는 깊이 정보가

가진 단점으로는 양안시가 제공하는 입체정보가 30m이내

의 거리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망막의 중심부에서만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인데[5] 스테레오스코픽이 제공하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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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인지하는 데에도 이러한 제한점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스테레오스코픽이 제공하는 깊이 정보의 또 다른

제약을 들면 수평편차가 절대 거리정보(absolute distance 
information)를 측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상대적 정

보(relative distance information)없이 독립적으로는 기여할

수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V1 바이노큘러뉴런

영역의 수용장(receptive field)이 수평이 아닌 수직에 대한

조율(tuning)을 주로 하고 있다는 이해가 증가하였기 때문

이다
[7]. 다른 연구경향으로, 양안부등 처리에 대한 전기생

리학적 근거는 통제된 흥분(tuned excitatory), 근거리, 원거
리, 통제된억제(tuned inhibitory: inhibition of zero by near 
and far)의 4채널로얻을 수 있는데

[8], 각채널이 절대 부등

(absolute disparity)과, 상대 부등(relative disparity)의 구분

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들 수 있다. 특히 두 부등이 별개의 신경다발에 의해

대표되는 성향에 대해서이다
[9]. 이에 대한 한 연구 결과는

절대부등의 큰 변화는 상대적 부등이 일정할 때 간과된다
[10]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테레오스코픽이

제공하는 깊이 정보가 깊이감 재현에 미치는 제한된 영향

을 보여준다.
3D 영상을 시각적불편함없이 시청하기 위해서는 3차원

깊이 인식을 위한 단서들인 양안 부등, 운동 시차 등의 광학

정보(optical information)와 시청자의 눈이 행하는 초점 조

절, 주시각 조절 등의 안과적 정보(ocular information)에 대

한 동작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

텐츠 제작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함

으로써 실제 세계와 유사한(like a real-world) 3차원 방송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11]. 또한 3D 이미지의 한계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학적 특성과 인간의 인지적 특성 모

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12], 이를 위해 3D 영상에 노

출했을 때느끼는 3D의 특징인식을 측정하는 것은매우 중

요하다 하겠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연구는 초기 단

계인데, 정동훈ㆍ양호철
[13][14]

의 연구에서는 3D 영상에서

입체지각에 대한 인지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

행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3D 영상의 어떠한 점을

인지하는지밝히기 위해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다섯가지

요인을 발견하여 명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에서 발견한 변인을 통해 3D 영상의 특징 인식이 시청 시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프레즌스

민스키(Minsky)[35]
에 의해 처음 사용된 텔레프레즌스는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원격 프레즌스(remote pres-
ence)를 제공하는 원격조작을 가리켜 텔레프레즌스라고 정

의했다. 프레즌스 연구자들의 모임인 ISPR(International 
Society for Presence Research)[36]

은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프레즌스는 비록

개인의 일부또는 모든 현재 상황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만

들어지지만 개인은 이러한테크놀로지의 역할을잊게 되는

심리적 상태 또는 주관적 관념이라 정의했다. 롬바르드와

디톤(Lombard & Ditton)[37]
은 프레즌스를 “비매개에 대한

지각적 착각(perceptual illusion of non-mediation)”이라고

정의하면서 지금까지 해온연구가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임

을 지적하면서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프레즌스를 다차원

으로 개념화 했다. 한편슬레이터와 우소(Slater & Usoh)[20]

는 프레즌스를 외인적(exogenous)과 내인적(endogenous)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인적인 요인들은 실재감을 얻기

위한 환경적 조건이고, 내인적인 요인들은 피실험자 개개

인의 특성이라고생각할 수 있다. 매개된 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적인 속성과 달리, 내인적 요소는 사람의 정보처리 방

식이 가상환경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외부적요소를 통해 제공되는 자극을 개인에 인지적인 처리

과정에 따라 선택과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내인적

요소는 개인차가 크며 명확하게 나타내기가 어렵다. 이러
한 수용자의내인적 요인에 초점을맞추어, 김홍규ㆍ윤용필
[21]
의 연구는 수용자들이 3D 미디어를 2D 미디어의매개된

현상에서는 제한적이었던 경험과 인식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뉴미디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수용자들이 3D 미디어를 통해매개된 현상

을 이해하는 방식과 주관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D 미디어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

서 프레즌스의 내인적인 속성, 즉 수용자의 정보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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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도 프레즌스를 연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3D 영상의 효과를 분석한 초기의 연구들은 프레즌스의

외인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의 프레즌스 연구

들은 내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리먼과 에이

본스
[22]

의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서 3D 디스플레이의

적용이 2D 디스플레이에 비해 사람들이더 많은 프레즌스

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젠슈타인(IJsselsteijn)[23]
등의 연

구에서는 입체 디스플레이가 프레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했는데, 이들은 깊이 영역이깊어질수록 보는 사람

의 프레즌스 단계가 증가한다고 했고, 후속 연구에서는 움

직이는 입체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더 많은 프레즌

스를 일으킨다고 했다. 김흥규·윤용필
[21]
은 3D 미디어로 인

해 매개된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주관적인 구조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2D 미디어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

다고 했으며, 금희조
[24]
는 3D 영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에서 ‘아바타’를 3D로 관람한 그룹과 2D로 본 그룹사이에

실재감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체적 불

편감을 적게 느낀 피험자들의 경우에 한해 3D 영상이 2D
에 비해 실재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불

편감을 많이느낀관람자들은 2D에서 오히려 3D보다 높은

실재감을 보여 주었다. 또한 3D로 유도된 실재감은더나아

가 영화 속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촉진하고, 그 결과 영화

전반에서느끼는즐거움과 호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1][13][14].
이러한 연구 경향들을 볼 때 3D 영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프레즌스는 적절한 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프레

즌스는 3D 영상노출에 따른독립또는 종속 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롬바드와 디튼(Lombard & 
Ditton)[27]

이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각 출

력의 수와 전달되는 감각기관의 조화, 시각적인표현, 음성

적 표현, 시청각 이외의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 상호작용, 
매체의 비가시성, 사건의 현재성, 사람의 수와 같은 변인들

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유사한맥락에서 조은정ㆍ권

상희ㆍ조병철
[28]

의 3D 영상 연구에서도 영상의 차원이 프

레즌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동훈ㆍ양호

철
[13][14]

의 연구에서는 3D 영상을 시청할 때 시청자의 프레

즌스가 공간 관여(spatial involvement), 시간 관여(temporal 
involvement), 몰입 역동감(dynamic immersion), 몰입 실재

감(realisistic immersion) 등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음

을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 측정도구를

통해 프레즌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가설 1. 3D 영상 시청 시, 3D의 특성을 인지할수록 프

레즌스에 긍정적 역할을 줄 것이다. 

3. 시각피로도

3D 디스플레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3D 관련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불편한 점을꼽으라 하면

과반수의 응답자는 시각적 피로감을꼽는다
[2]. 뉴욕맨체스

터 대학(Manchester University, New York)의 안과, 신경학

과 교수인 데보러 프리드만(Friedman) 박사는 “사람의 두

눈은 서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본다. 이를 뇌에서

처리해 깊이를 인식하게 되는데 3D 영상은 관객의 시선과

상이맺히는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뇌는 이를 바

로잡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두통이 일어

날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5]. 이러한 시각 피로의 증상

은 일반적으로 눈의 피로, 눈물, 안구의 압박감, 눈 주위의

통증, 눈을 깜박일 때의 불편함, 안구의 뜨거움, 초점맞추

기 어려움, 흐린 시야, 굳은 어깨, 그리고 두통 등이 있다. 
또한 객관적인 피로도 측정 방법으로서 조절 능력, 시력, 
동공의 직경, 합성 주파수 임계점(critical fusional fre-
quency), 안구 이동 속도, 시각 피로도의 주관적 등급 그리

고 작업 능력과 같은 시각피로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

다
[1].
3D 영상이 주는 시각 피로는 3D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불구하고, 스테레오스코

픽을 활용한 3D 영상에서는 아직까지 시청자의 시각피로

도를 줄이기 위한노력이충분하지 않았다. 3D 영상을 보면

서 시각 피로를 경험하게 된 시청자들의 경우 3D 영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

기 때문에
[16] 시각적 피로도의 문제는 3D가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실험에 의하면 언제나 시각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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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결과들이 있었고, 게다가 스테레

오스코픽 이미지를 시청한 후 30분 이후에는 시각적 기능

(수렴조절 불일치)이 원래대로돌아온다는 주장도 있어
[17] 

3D 영상 노출과 피로도의 관계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3D 영상의 피로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 피로도의 개인차라고 할 수 있다. 입체 영상의 특성이

나 시청환경에 따라 시각피로도가 변화될 수 있으며, 시각

피로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시각

피로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게다가 HMD를 통

한 3D 영상에서는 화면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에 따라 인지된 물체는 왜곡되기도 하고
[19], 고정된 3D 디

스플레이에서도 어떤위치와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

적 반응이 다르게 된다. 3D를 적절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이 일부존재하고, 3D를잘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개인차가 분명하여, 평균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3D 
영상의 경우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한다. 나이

에 따른 주시각조절능력의 차이, 훈련에 따른 입체 시합성

능력의 차이, 입체 영상이 유아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피로도의 측정 방법은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이다
[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3D 영상

의 보급이 시작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시각피로도의 원인과

효과의 측정이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3D 영상을 시청할 때 시청자는 양쪽 눈에 각각 맺힌 서

로 상이한 이미지를 융합하여 하나의 상을 보게 된다. 그
이미지는 실제 디스플레이에 맺힌 상과 공간적 위상이 다

를 수밖에없고, 그 결과 안구의 수렴과 확산운동과 원근조

절에 모순이 발생하여 시각적 피로가생기게 된다
[30]. 프레

즌스의 정의에 따르면 프레즌스가 높아지면 시각피로도를

유발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각은 낮아져야 하고, 테크
놀로지에 따른 시각피로도 지각도 낮아져야 할 것이다. 반
면 프레즌스가 낮아지면 시각피로도를 유발하는 테크놀로

지에 대한 지각은 증가해야 하고, 테크놀로지에 따른 시각

피로도 지각은 증가해야 한다. 즉, 시각적 피로도와 프레즌

스 모두 개인이갖는 심리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이 두개의

변인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즌스가 테크놀로의 매개를 통한

심리적 상태 또는 주관적 지각이므로, 만일 프레즌스의 경

험 정도가 높아지면 이로 인해 시각적 피로를느끼는 정도

가 낮을 것으로 가설을 상정하고자 한다.

가설 2. 3D 영상 시청 시, 프레즌스 경험 정도가 높을

수록 시각피로도는 감소할 것이다.

4. 입체영상의 인지된 특성과 안구운동

안구운동은 도약운동(saccadic eye movement), 추적운동

(smooth pursuit movements), 이향운동(vergence move-
ments), 전정운동(vestibular movements), 눈운동 떨림

(optokinetic movements) 등이 있지만
[5], 3D 영상을 시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 머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약

운동, 추적운동, 이향운동만이 발생한다. 도약운동은 매초

서너 번씩 시선을 빠르게 이동하여 환경공간을 탐색하는

것인데, 도약안구운동이 발생하는 동안 망막의 영상은 그

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또한 도약안구운동이 종료

된 후에는 환경의 자극들이 망막에서 차지하는 위치 관계

가 변하게 되어서 망막의 영상 정보는 시각 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25]. 추적운동은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하여 사물의 상이 최초에 망막에 위치했던 위

치에 오도록 위치를 쫒는 것이다. 도약운동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드럽고, 100˚/s 정도로 느리게 운동하며, 지속적인

움직임의 수정이망막의 상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해 필요

하다
[25]. 이향운동은 2D 영상에 비해 3D 영상을 시청할 때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관찰자는 대상과의 거리를 이향운

동으로 선택하는데, 관찰자가 한 사물을 응시하고 있으면, 
눈은 대상 사물의 상이 양안의 망막의 중심에 오도록 위치

한다. 따라서 두 눈은 대상의거리에 따라 일정정도 수렴하

게 된다
[5]. 

안구운동으로 인해 망막에 맺히는 상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입체를 지각하기 위하여 인지적 요인
[26]

과 양안운

동정보 망막 외 정보를 통합하는 그림 1과 같은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통합 시스템에서 입체영상의 입체

정보는 하향 처리에 있어서는 인지적 요인이 양안운동을

조절하여 입체표현 재현에 영향을 미치고, 상향처리에 있

어서는 입체영상의 특성에 따라 양안운동과 입체표면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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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눈 운동 시스템
Fig. 2. eye-movement system

그림 1. 양안 운동과 인지된 특성
Fig. 1. Binocular eye movement and Cognitive factor

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요인들의 영향과

입체영상의 입체 특성이 양안 운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

해 우리는 입체영상을 볼 때 안구운동을 하게 되고, 고정된

스크린에투사된 이미지와 재현된 이미지간의 공간의왜곡

이 발생하는 입체영상의 경우 이 운동은 더활발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3D 영상을 시청할 때 우리는

입체를 지각하고 단일 상 형성에 더불어 입체지각을 위해

안구운동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입체영상

이생성하는 3D 영상의 특성과 인지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

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정보를얻는 것은 지

각을 하는 개체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공간의거리와 입체 모양을 정확히 지각하는 것

은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정확한 지각능력은 대상을읽

고, 물건을잡고. 사물을 조작하기 위한몸의 움직임을 조절

하는 것과, 양안의 움직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구의 움직임은 3차원 구조에 대한 지각 환경을 반영한다

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26]이라고 한다.
눈 운동을 위해 뇌 시스템에는 독립적인 뇌교가 있는데

이를 게이즈 센터로 불린다. 그림 2에서 뇌의 게이즈 센터

는 오큘러모터뉴런(oculomotor neurons)을 통해 오큘러머

슬(ocular muscles)을 조절한다[5]. 따라서 눈 운동은뇌에서

보내지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눈의 역

할은 뇌에서 지각하는 개체와 하나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개체에 연결되어 외부의 시각적 신호를 접하게 되는 도구

의 역할을 한다.
3차원 구조에 대해 어떠한 사물에집중할 것인지 선택하

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매기는 것은 우리가 놓인 상황

에서 관련이 있는활동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선택 과

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외현적(overtly)적 주의에

의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가장 연관성이 있

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앞, 
뒤로 자주(1초에 몇 번씩) 움직이는 것이다. 내현적인



66 방송공학회논문지 2012년 제17권 제1호

그림 3. 연구 모형
Fig. 3. research model

(covertly) 주의에 의해서는 우리의 눈을 사용하지만 움직

이지 않은채주의를 한 사물에서더많거나 적은 다른 것으

로 바꾸는 것이다
[5]. 이 중 외현적 움직임은 눈 운동을 필히

동반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물

을 관찰할 때 근거리에 있는 것을 보거나 원거리에 있는

것을 번갈아 볼 때, 좌우에 있는 사물의 위치를 확인 할

때와 같이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눈을 움직일 때 안

구가 움직이는 것을 지각한다. 평소에는 눈을 움직이며

환경을 탐색한다는 것을 잘 지각하지 못하지만, 급격한

위치의 변화 및 거리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더 강하

게 지각한다. 예를 들어 눈 가까이 약 2~3cm 거리에 위치

한 물체를 보려 할 경우 양쪽 눈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눈 움직임을 위해 인간은 뇌의 게이즈센터(gaze cen-
ter)를 통해 안구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5]. 따라서 눈 운동

은 뇌에서 보내지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

문에 눈의 역할은 뇌에서 지각하는 개체와 하나라고 간

주하기 보다는 개체에 연결되어 외부의 시각적 신호를

접하게 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눈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레즌스의 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눈이 외부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미디어

로 작동한다면(눈을 개인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도구로

보아야 한다면) 눈을 움직인다는 것이 매개된 환경에 대

한 경험을 하기 위해 눈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눈을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일부 또는 모든

현재 상황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개인은 이

러한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잊게 되는 심리적 상태 또는

주관적 관념
[29]”이라는 프레즌스의 정의에 따라 프레즌

스가 높아지면 눈 움직임이라는 테크놀로지(도구)에 대

한 지각은 낮아져야 한다. 반면 프레즌스가 낮아지면 눈

움직임이라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각은 증가해야 할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눈이 외부세계와 개인을 이어주는

미디어가 아니라면(눈을 개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3D 영상을 시청할 때에도 입체영상의 깊이 재현능력에

의해 입체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의 일부인 눈은 움

직이지만 이는 도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가상 환경을 경

험하는 과정으로 눈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 3D 영상 시청 시, 프레즌스 경험 정도가 높을

수록 안구운동의 인지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가설을 연구모형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Ⅲ. 방법론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90명의 피험자에게 3D입체 영

상을 시청하게 하고 인지된 특성, 프레즌스, 시각피로도, 인
지된 안구운동에 대한설문을 하고 이를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에서는 영향력

변인의 세부 요인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프로그램에서 투입된 변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을 먼저 계산하여 전체 회귀모형에투입하는 스텝와이

즈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beta(standardized regression co-
efficient)값은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값이얼

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낸다. 그값은 b(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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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회귀계수)에 독립변수의 표준편차를 곱하고 이를 종속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구한다. 추정 회귀식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는 R2(결정계수)값, SEE(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값, F비의 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표집과 실험과정

실험 참여자는 모두 대학생이었고 모집 공고를 통해 모

인 자발적참여자를 대상으로 했다. 실험참여 신청자 가운

데 90명을 무작위 할당했고, 남자 51명(56.7%), 여자 39명
(43.3%), 평균나이는 22.2세(SD=2.0)였다. 실험에 사용한

디스플레이 장비는 현대 아이티 S465D 46인치였다. 편광

필터가 적용 되어 있으며 2D/3D 변환이 가능하며, 편광 안

경착용 후에 3D 시청이 가능하다. 실험에 사용한 콘텐츠는

파보나인이 제작하였으며 자사의 모니터 판매 시 함께 제

공하는 번들용 영상이다. 우주와 바다 속이 주배경이 되고

있으나 특별한 줄거리없이 시청자가 최대한 3D 효과를잘

느낄수 있도록 하였다. 콘텐츠의 제목은 “Space 4D SSey”
와 “Aqua adventure”로 각각 1분 30초씩 3분간 재생했다. 
콘텐츠의 입체효과를 주기 위한 양안시차의범위는 콘텐츠

의표현에 따라 변하며, 최대 최소 시차는 TV 시청에 적합

하도록 제작되었다.

2. 측정

인지된 특성은 정동훈ㆍ양호철
[13][14]

의 연구결과에서 근

접감(proximity) 6문항, 선명도(clarity) 3문항, 실물감(ma- 
teriality) 4문항, 메시지 전달력(transmit) 3문항, 입체감

(tangibility) 3문항의 5가지항목에 대해 총 19문항으로 측

정했다. 3D영상의 효과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정동훈ㆍ양

호철
[13][14]

의 연구결과 대부분 요인의 신뢰도 측정값인 크

롬바흐 알파값이 .8 이상이었고, 각 변인별로 3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12개의 변인

이 최소 .69이상의 신뢰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값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 9개의 변인은 .8 이상의 높은값을 보

였다. 시각피로도는 정동훈ㆍ양호철
[13][14]

의 연구결과에서

인상 요인 중 불편, 피로감의 8문항으로 측정했다. 인지된

안구운동은 “영상을 보는 동안 눈을좌우로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눈앞의 사물을 보기위해 시

선을 이동한 것 같았다”, “영상을 보는 동안 눈을 많이 움직

인 것 같다”, “영상을 보는 동안 안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안구를 움직인 것 같았다”의 5개의 문항을

최초로 만들어서 측정하였다. 프레즌스는 정동훈ㆍ양호철
[13][14]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간적 관여 7문항, 시간적 관

여 4문항, 객체이입화 5문항, 객체형상화 3문항에 대해총

19문항으로 측정했다. 프레즌스는 마치 영상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를 공간과 시간적 영역에서 구분

한 공간적 관여와 시간적 관여, 그리고 영상을 보는 영상의

모습이 실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의 정도를 물은 몰

입 실재감, 몸과마음이 움직이는 정도를 물은 몰입 역동감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인명 신뢰도 문항 수

인지된 특성

(perceived 
characteristics)

근접감(proximity) .84 6

선명도(clarity) .84 3

실물감(materiality) .69 4

메시지 전달력(transmit) .83 3

입체감(tangibility) .90 3

인지된 안구운동(perceived eye movement) .79 5

시각피로도(perceived visual fatigue) .83 8

프레즌스

(presence)

공간 관여(spatial involvement) .92 7

시간 관여(temporal involvement) .82 4

몰입 역동감(dynamic immersion) .80 5

몰입 실재감(realisistic immersion) .80 3

표 1.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Table 1. variable’s reliability 

Ⅳ. 연구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탐색적 연구에 적합한 스텝와

이즈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했

으며,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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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피로도
인지된

양안운동
공간 관여 시간 관여

몰입

역동감

인지된 양안운동 -.22
공간 관여 -.14 .36*
시간 관여 .16 .40** .67**
몰입 역동감 -.22 .18 .60** .37*
몰입 실재감 -.33* .17 .56** .39** .72**

*p<.05, **p<.01

표 2.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elation

먼저 입체 영상을 시청할 때 인지된 특성이 높을수록 프

레즌스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의 전체모형은 유의미

[F=3.80, df= (5, 45), p<.001] 하며 전체 변량 중 25.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인지된 특성의 변

인들 중 실물감만이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변

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VIF값을 보았을 때 투

입된 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b SE b Beta
Step 1

상수 1.22 0.42
실물감 0.48 0.13 .51**

Note. R2=.26, adjusted R2=.24 (p<.001). 
*p<.05, **p<.01

표 3. 3D 영상을 시청 할 때 인지된 특성이 프레즌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3. 3D Effect of perceived characteristics on viewers’ presence

3D 영상 시청 시에 프레즌스가 높을수록 시각피로도가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의 전체모형은 유의미[F=5.66, 

b SE b Beta
Step 1

상수 4.57 0.48
몰입 실재감 -0.38 0.16 -.33*

Step 2
상수 4.18 0.48

몰입 실재감 -0.53 0.17 -.46**
시간 관여 0.28 0.12 .34*

Note. R2=.11 for step 1(p<.05): ΔR2=.10 for step 2 (p<.01). 
*p<.05, **p<.01

표 4. 프레즌스가 시각피로도(역코딩)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 of presence on visual fatigue

df=(2, 45), p<.01]하며 전체 변량 중 20.8%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인들 중 몰입 실재감과 시간 관여

만이 유의미하였으며, 프레즌스의 요인들 중 몰입 실재감

이 증가할수록 시각피로도(역코딩)는 증가하였으며, 시간

관여가 증가할수록 시각피로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D 영상 시청 시에 프레즌스가 높을수록 인지된 안구운

동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의 전체모형은 유의미

[F=8.35, df=(1, 45), p<.01] 하며 전체 변량중 16%를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인들 중 시간 관여만이 유

의미하였고, 프레즌스가 증가할수록 인지된 안구운동이 감

소하지는 않았다.

b SE b Beta
Step 1

상수 2.65 0.31
시간 관여 0.30 0.10 .51**

Note. R2=.16. adjusted R2=.14 (p<.01). 
*p<.05, **p<.01

표 5. 프레즌스가 인지된 안구운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5. Effect of presence on viewers’ perceived eye-movement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D 영상이 2D 영상보다 프레즌스를 증가

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
[22][23][31][32][24][21][28]

보다, 3D 영
상의 어떠한 특성이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고, 프레즌스

는 각각 시각피로도와 안구의 움직임에 대한 지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특성이

높을수록 3D 영상 시청자의 프레즌스가 증가하며, 인지된

특성들(근접감, 선명도, 실물감, 메시지 전달력, 입체감) 중
실물감이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3D 영상의 경우 입체감을얼마나

잘 구현해 내느냐가 시청자의 프레즌스를 높이는 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각피로도에 대한 연구 결과 프레즌스의 세부 요

인 중 몰입 실재감이 증가할수록 시각피로도는 증가하였으



양호철 외 : 3D 영상 특성 인식이 프레즌스, 그리고 프레즌스가 시각 피로도와 인지된 안구운동에 미치는 영향 69

나, 반면 시간 관여가 증가할수록 시각피로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관여의 경우 프레즌스가 인지된 안

구운동에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로 시각피로도를 감소시키

는 효과를 보였는데, 영상을 시청함에 따라 눈에는 피로도

가쌓이지만 프레즌스의 요인 중 시간 관여가 높아지면 이

러한 피로도를잘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반
면 프레즌스의 요인 중 몰입 실재감은 증가할수록 시각피

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즌스의 세부요인

들이 시각피로도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은 프레즌스를 하나

의 단일한 변인으로 측정하여서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

며, 이를 세분화한 요인들을 통해 프레즌스를 측정한 결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레즌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에 대한좀더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프레즌스가 높을수록 인지된 안구운동이 감소하지

는 않았다. 오히려 프레즌스의 요인들 중 시간 관여가 증가

함에 따라 인지된 안구운동도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우리가 눈을 도구와 같이 사용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일부로 지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프레즌스에서 시간 관여

는 특히 가상 환경과 현실의 환경사이의 구분이 모호해 지

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상환경에 대한 착각이

증가할수록 자아의 활동에 대한 지각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 관여는 실제 경험한 시간과 시청자가 지

각한 시간 사이의 착각이다. 이 인지적 착각은 본 실험의

3분이라는 짧은 시청시간의 3D 콘텐츠를 시청함으로도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프레즌스의 영향이 안구운동지각과 시각피

로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프레즌스의 영향

이 안구운동지각과 시각피로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눈 움직임과

시각피로도를 지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

다. 눈을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이 환경을 탐색하고 상호작

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면 시각 피로도

는 상호작용을 위함이 아니라 실제 뇌에서 지각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일 것이다. 즉눈이 움직였다는 것을 지

각하는 것은 시각피로도와는 달리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움직임의 정도에 대한 지각이 지속적으로 누적되

지는 않지만, 시각피로도의 경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데, 프레즌스가 높아지는 것이 이러한 스트레스 누적을 덜

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 하향처리(bottom-up 
& top-down)이론

[34]
에 따르면, 눈 움직임은 인간의 시각 처

리과정에서 상, 하향처리가 상호작용하는 반면, 시각피로도

는 상향처리(bottom-up)만 일어나게 되는 차이가 있고 이러

한 시각 처리과정의 차이가 프레즌스의 영향을 서로 다르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종 이미지 재현에 있어서 상향

처리과정에서는 인지적 특성보다는 이미지의 특성이더중

요하고, 하향 처리에 있어서는 인지적인 특성이더중요하다

고 볼 수 있는데, 눈 움직임은 인지적 특성과 이미지적 속성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스스로 이 인지적 특

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것이다. 반면, 시각피로도는 이

를 지각하는 데에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 없이 이미지 적인

특성에 따른 상향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의테크놀로

지의 영향을 확실히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응답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측

정함으로써생기는 오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트래커와 같은 장비로 실제 시청자의 눈

움직임이나 눈깜빡임을 측정해 보는 연구와객관적인 시각

피로도 측정결과와의 비교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연구 결과가 가지는 첫 번째 함의는, 비록 가설에서예측

한 방향과 다르지만, 우리가 눈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도구로서 사용한다고 여기기보다는 눈과 함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관

에서 영화를 시청할 때 눈을 많이 움직였다고 인지하는 것

은 영화가 제공하는 경험과 우리가 상호작용했다고 하기

보다는 영화를 시청하는 환경(의자, 스크린, 주변사람)과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영상의 콘텐츠

외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아닌 콘텐츠가 제공하는 경험

에 대해서는 눈을 많이 움직이게 할수록, 구체적으로는 콘

텐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요소들이 많게 하여

시간 관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프레즌스 중 시간 관여가 높아짐에 따라 시각피로

도에 대한 지각이 감소한다는 것은 입체영상 콘텐츠에 대

한 몰입이 높아짐에 따라 시청자는 실제 자신이 받는 시각

적 스트레스를덜지각하게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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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히 콘텐츠에 과몰입이 되었을 경우에더욱위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하였다. 이는 특히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3D 영상을 시청할 때에게는 시각 피로에 의한 부작용이더

욱 위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시각피로도에 있어서 프레즌스 변인 중 몰입 실재

감 요인의 경우 몰입 실재감이 증가할수록 피로도도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3D 영상을 제작할 때 몰입 실재

감의 증가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너무 과한

몰입 실재감을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3D 영상은 다른 영상 매체에 비해 몰입 실재감의 증가를

쉽게 해 주지만 이와 같은 시각피로도 지각이 증가하게 되

므로, 3D 영상의 제작과 재생에 있어서 몰입 실재감의 조절

을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할 것이다.
1950년대 반짝했던 3D 영상이 쇠멸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조잡하고 저급한 3D 영상물이범람한 것이다. 상업

영화 제작 현장에서 제작비나 여건등을 이유로엉성한 입체

감을갖는 급조된 3D 영상을퍼뜨린다면 해당영화의 타격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건강을 해 치고 3D 영화 전체에 부정

적 편견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발길을 돌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1]
고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3D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의 해상력보다는 입체감을얼마나잘구현해내느냐가

시청자의 프레즌스를 높이는 데에더중요하며, 3D 콘텐츠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요소들은 주의를 분

산 시기거나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프레즌스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레즌스의 요인 중 시간 관여가 높아짐

에 따라 시각피로도에 대한 지각이 감소한다. 반면 몰입 실

재감이 증가함에 따라 시각피로도는 증가하게 되므로 콘텐

츠 제작 시 몰입 실재감을 높이는 효과는 일정 수준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레즌스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된 특성변인 중 실물감 요인이 프레즌스의

세부요인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은 무엇인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영상의길이는 중요한 변인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분이라는 짧은 동영상을 사

용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동영상의 시간을 변인으로살펴

본다면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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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측정 문항

인지된 특성

근접감(proximity)
원근감이 잘 느껴진다.
시각적으로 잘 구분된다.
배경과 사물이 잘 구분 된다.
사물의 속도감이 잘 느껴진다.
사물이 잘 인식 된다. 
사물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진다.
선명도(clarity)
화질이 선명하다.
화면의 해상도가 높다.
색상이 선명하다.
실물감(materiality)
사물의 모서리를 잘 구별 할 수 있다.
사물의 질감이 느껴진다.
사물 옆면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사물 뒷면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메시지 전달력(transmit)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이해된다. 
주제가 명료하다.   
사건의 이해가 쉽다.
입체감(tangibility)
화면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물이 내 주변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프레즌스

공간 관여 (spatial involvement)
내가 마치 영상 안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마치 내가 비행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내 자신이 끌려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마치 떠 있던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영상의 배경에서 움직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다른 세계를 경험 한 것처럼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가상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 관여 (temporal involvement)
영상을 보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영상을 보는 동안 내 자신을 잊고 완전히 빠져들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이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다른 일은 생각나지 않았다.
몰입 역동감(dynamic immersion)
영상을 보는 동안 몸을 움직여야 할 것 같이 느껴졌다

영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두려움이나 기쁨의 감정이 크게 들었다.
내 몸이 좌, 우로 움직였던 것 같다.
사물에 부딪힐 것 같이 느껴졌다.
사물간의 충돌이 강하게 느껴졌다.
몰입 실재감(realisistic immersion)
영상 안의 모습이 실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화면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영상을 보는 동안 실제 현장에 참여한 것 같이 느껴졌다.

피로도(fatigue)
어지럽다.R  
불편하다.R
거북하다.R
거추장스럽다.R
눈에 피곤함이 느껴진다.R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R
메스꺼움을 느꼈다.R
영상을 볼수록 지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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