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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시청안전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최종 목표로 하여, 콘텐츠의 내용이나 정황과 함께 시청자의 불편감을 유

발하는 변위(disparity)의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 네 가지의 스테레오스코픽 콘텐츠를 피험자들이

시청하게 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불편감을 느끼는 기간 동안 키를 누르게 하여 실험적인 데이터를 획득한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초점과

그 주위(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 그리고 화면전체에 대하여 변위의 크기와 변화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한다. 각 콘텐츠에 대

하여 준비한 두 종류의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피험자들이 불편감을 느낀 부분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찾는다. 
모든 콘텐츠에 대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인별 강도를 도출한다. 분석결과는 강도가 큰 요인별부터 실제 콘텐츠의 내용과

더불어 설명한다. 그 결과는 이미 짐작할 수 있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은 요인들까지 실증적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various disparity factors in conjunction with situations and contexts of the contents that 
cause viewer’s discomfort, which is to make a content production guideline for viewer’s safety, eventually. As a methodology, we 
extract the experimental data by letting various viewers push a pre-defined key as long as they feel discomfort during watching 
stereo 3D contents. For each contents, we extract the disparities and disparity changes for the focal point, vicinity of the focal 
point (ROI, region of interest), and the whole image. For each contents, each point or part of contents is analyzed to find the 
factors causing discomfort with the two prepared data with watching the contents in 3D. Then, all the analyzed data are 
re-analyzed to find the strength of each factor.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are explained from the factors having relatively high 
strength first. It includes the factors that are not known as well as the ones that we can already guess.  

Keyword : stereo 3D, disparity and disparity change, contexts of contents, viewing safety, guideline in produc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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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말 영화 ‘아바타(Avatar)’가 상영되면서부터 본

격화된 3D영상/비디오 열풍은 현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몇 번 발생하였던 비슷한 열풍과는 달리,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는 달리, 결정적인 촉매인 영화 아바타가 상

영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3D영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해왔고, 이 촉매제가 발표되면서부터

영화뿐만 아니라 3D영상/비디오 콘텐츠를 획득하고 편집

하기 위한 장비 및 도구, 디스플레이를 위한 장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도구를 전 세계의 많은 기업체가 곧바로

출시하였기 때문이다.
3D영상의 구현 기술은 스테레오 영상에서부터 초다시점

영상, 오토스테레오스코피(auto-stereoscopy)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및 시청기술은 안경식과 무안경식, 안
경방식으로는 액티브방식과 편광방식 등으로 분류되고 있

고, 종국에는 무안경식의 오토스테레오스코피로 발전해갈

것이다. 물론 완전한 입체시를 위해서 이와는 또 다른 방식

인 홀로그래피에 대한 연구도 최근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홀로그래피를 제외한 3D기술은 기본적으로 스테

레오스코피이고, 현재 이들은 인간의 좌안과 우안에 해당

하는 각각의 영상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

다. 따라서 현존 3D영상을 시청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리

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원하는 깊이감 정도에서

벗어나 불편감, 현기증, 나아가 구토증까지 유발되는 부작

용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까지 3D영상 생성에

서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적 개발

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근래에는 깊이감과 관련된 시청자

측면의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표 1은 3D영상과 관련된 연구를 개괄적으로 분류한 것이

다.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는 3D효과의 증가와 시청안전성

확보로 구분하였고, 방법론적으로는 기술적 연구개발과 휴

먼팩터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표에서 A는 3D효과를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B는 3D효과에 대한 시

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이며, 인간의 인지, 
감성, 생체적으로 3D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한 연구가 C이

고, 불편감, 현기증 등의 부작용에 대한 휴먼팩터의반응을

연구하여 안전한 시청을 하도록하는 연구가 D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A, B, C, D가 완전히 독립적인 분류는 아니고

서로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3D효과를 최대화하

면서 생체적, 감성적으로 안전한 시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을 만들고, 이에맞춰콘텐츠를 생성하고 디스플

레이하는 것이 표 1 전체의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본 논

문의 기본적인 목적은 D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C를 추
가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3D 영화나 비디오를 볼 때 불편

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불편감이 강한 입체감과 상당한 개연성을 갖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입체감 증강과도 무관치 않는 것이다.  
  

             방법
목적

기술 휴먼팩터

3D효과 증가 A C

시청안전성 확보 B D

표 1. 3D영상 관련 연구의 개략적 분류
Table 1. Rough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es about 3D images  

본 논문이 기술적 측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휴먼팩터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휴먼팩터에 대한

연구 또한 C영역에 해당하는 3D효과, 즉 3D 인지(percep- 
tion) 증가를 위한 연구와 3D 영상에 대한 부작용을 나타내

는 휴먼팩터에 대한 연구, 즉 D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또한 분명한 경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이 공유

하는 측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이슈가 시청

안정성 문제로 많이 귀착되기 때문에 다수의 논문들이 이

문제에 초점을맞추고 있다. 또한 이 영역들에는 생명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서로 연관성

을 보이고 있다.
3D효과의 인지도 향상에 대한 연구는 가상현실 환경에

서 영상의 크기, 조명상태, 다양한 영상의 종류가 입체감, 
사실감,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및 휴먼팩터[1], 인간의 감성

적 요인들 즉, 인지된 기능성, 인상, 프레즌스(presence, 몰
입감) 등의 요인들이 3D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2]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2D 또는 3D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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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한 처리과정(delivery chain) 각 단계에서 시각

적 주의력 모델(visual attention modeling)을 설정하고, 주
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

[3]
도 진행되

어 왔다. 
시청안정성을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4]에서는 시각피로의 요인이 시각적 스

트레스, 안구통증, 신체통증, 상흐림의 네 요인임을 주관적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5]는 시각적 피로 유발요인

으로 최대시차, 시차범위, 깊이영상의 움직임으로 정의하

여 이를 확인하고, 이 세 요인으로 시각적 피로도를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6]에서는 [5]와같이 콘텐츠에서의 요인

을 분석하였는데, 개체 수에 따른 복잡도, 텍스처의 양에

따른 표현정도, 물체움직임의 수평및 수직방향이 사실감

과 몰입감은 물론 시각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시청안정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었으며
[7], 우리나라도 최근 ‘방송 안전가이드’

라는 이름으로 시청안전성을 위한 시청 및 콘텐츠 제작 가

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8]. 이 외에도 지금까지 유사한

연구는 많으며, 이런연구의궁극적인 목표는 3D효과를 증

진하는 요인은 증가시키고 피로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요인은억제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D영상의 3D효

과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근래

월트디즈니사에서 이론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9]. 

본 논문과좀더 깊은 연관성을 갖는 기존 연구로는, [10]
에서 9단계의 변위크기 단계, 5단계의 배경 상흐림정도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시청 불편감(피로감)이 변위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증가하고 배경영상의선명도가낮을수록감

소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또한 [11]에서는 두 개

의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청 불편

감을 평가 값으로 한 SSCQE[12]
를 수행해 콘텐츠 전체에

대한 불편감 정도를 구하고 눈의 조절(accommodation) 정
도를 측정하여 2D에 비해 3D를 시청한 후 눈의 조절반응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변위가 큰 장면에서 큰 불편감

을 느낀다는 것을 보였다. [13]에서는 주관적 평가와 조절

반응을 실험한 결과 스크린보다 초점이앞또는뒤로움직

일수록 시청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보였다.

지금까지 3D영상에 대한 휴먼팩터 연구 중 디스플레이

측면이 아닌 콘텐츠 측면의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변위(disparity, ‘시차(視差)’라고도 함)를 꼽
으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큰 변위가 입체감을 크게

하지만, 불편감/현기증 또한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는데, 어느 정도의 변위 또는 변위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불편감/현기증을 일으키는지, 변위와 그 외의 불편감/현기

증을일으키는 요인들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느 정도의

불편감을 유발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다루었던

요인들중에 불편감 등의 부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알려진 변위를 다루고자 한다. 즉, 큰 변위가 큰 입체감

과 줌과 동시에 불편감을 준다는 단순한 개념적 근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콘텐츠의 내용을 포함하여 콘텐

츠 내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변위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의

불편감을 유발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콘텐츠의

구성요소 중 이 외의 요인들 또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너무 많은 요인들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의 내

용, 화면 특성, 변위의 상황적 특성 정도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팀은 휴먼팩터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던팀이 아

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연구방법과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를 수 있으며, 요인을 분석하고 검증

하는 과정 또한 본 연구팀의 방법이 타당한지를 확신할 수

는없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이 변위와 관련된 요인들을

좀더 상세히 다루는 것이고, 이런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연구진들이 더욱 심

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목적도 있음을 미리밝

힌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3장에서 사

용할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실험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분석한 결과 시청자의 불편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의 결론을 4장에서 맺고, 아
울러이 논문과 관련된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을같이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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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해상도 상영시간 frames/sec 영상종류 제작사

햇님 달님 1,920×1,080 15분 54초 30 애니메이션 빅아이

안동 1,920×1,080 17분 39초 30 애니메이션 빅아이

어글리 코리안 1,920×1,080 11분 43초 24 실사 동아방송예술대학

보물 1,920×1,080 12분 33초 24 실사 동아방송예술대학

표 2. 사용한 콘텐츠 정보
Table 2. The information for the contents used

Ⅱ. 실험 및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그절차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

서는 피험자들이 대상 3D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불

편감을 느끼는 곳을 직접 지적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어떤

콘텐츠의 어떤 위치에서 몇 명의 피험자가 불편감을 느꼈

는지의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와 동시에 각 대상 콘텐츠에

서 본 논문에서 필요로 하는 변위정보를추출한다. 분석자

는 이 두 데이터 세트를 갖고 해당 콘텐츠를직접시청하면

서 두 세트의 데이터와 콘텐츠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분석

하여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을추출한다. 이 분석 결

과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종합하고, 마지막으로 요인별

로 요인의 강도와 전체 콘텐츠에걸친빈도수 등을 분석한

다. 

Discomfort measuring 
experiment 

Content factors 
extraction

3D contents for experiments

Analysies for each content

Synthesis analyses for all contents

Re-analysis factors  according to 
their strengths and frequencies

그림 1. 실험 및 분석과정
Fig. 1. Experiment and analysis procedure 

1. 사용 콘텐츠

본 연구는 3D 콘텐츠에서 입체감, 사실감, 몰입감을 넘

어 피로감, 불편감, 현기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변위

관련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합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먼저 불편감을 느

끼는 위치와 정도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여야 하

는데,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표 2의 콘텐츠들을 사용

하였다. 
총 네 개의 콘텐츠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둘은 애니메

이션이고 둘은 실사였다. 애니메이션은 콘텐츠 전문 업

체에서, 실사는 대학에서 비전문가들이 각각 제작한 것

이다. 모든 콘텐츠의 해상도는 full-HD(1,920×1,080)이었
으며, 초당 프레임 수는 애니메이션이 30, 실사가 24이었
다.

‘햇님달님’은 전래동화 햇님달님 이야기이며, 모든 물체

는뜨개질한 것과같은 표면(올의굴기는 다름)으로처리하

였다. ‘안동’은 후삼국시대의 고창전투 이야기를 애니메이

션으로 만든 것으로, 전투장면이 많으며 등장인물도 매우

많다. ‘어글리 코리언’은 신입사원 면접을 주제로 한 단막

으로, 등장인물은 면접관 2명과 피면접관 2명이 주로 나오

고, 초기에 거리풍경이잠깐나온다. 이 단막극은 한국인의

배타성을 꼬집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물’은 두 검객이

보물 때문에 전투(칼싸움)를 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고, 주
제는 한 번 보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주인이

될수는없다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는 두검객만 출현한다. 
네 개의 콘텐츠중 ‘안동’과 ‘보물’은 전쟁또는 전투장면이

많아 상대적으로 동적인 반면, ‘햇님달님’과 ‘어글리 코리

안’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장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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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의 추출

불편감/현기증 유발에 변위와 관련 특성이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표 3에 나타낸바와같

이, 각 화면에 대하여 초점,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 화면전체로 구분하여 변위를 계산하였다. 초점은 그

자체의 변위만 존재하며, ROI와 전체화면은 최대변위, 최
소변위, 그리고 최대변위와 최소변위의 차이(변위차이)를
구하였다.

영역 측정요인

초점 변위

관심영역

최대변위

최소변위

변위차이

화면전체

최대변위

최소변위

변위차이

표 3. 사용한 콘텐츠의 화면 당 변위 요인들
Table 3. The used disparity factors in each image of each contents

① 초점: 화면 중에 눈의 초점이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초점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특정 화면에서는

초점의 위치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으며, 본 연구에

서 선정한 초점 이외의 지점을 특정인이 바라볼 수도

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초점을 달리할 수 있는 콘텐츠

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걸 그룹이 등장하는 화면에서

는 사람마다 주시하는멤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런 콘텐츠는 피하였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선전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다음절에 설명할 콘텐츠 시청 실험

과는 별도로 각 콘텐츠를 9명의 시청자가 시청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초점을 마우스로 가리키도록 하였다. 9
명의 데이터중가장 근접한 5명의 데이터를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평균하여 초점으로 선정하였다. 

② 관심영역: 관심영역은 초점 주위의 영상 영역을 뜻한

다. 이 영역은 초점을중심으로 가로, 세로 크기가 전체

영상의 1/4(480×270, 좌우 각 영상에서는 240×270)로

잡으며, 이 영역의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초

점을 제외한 화소들만 사용하였다. 이 영역은 초점 주

위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간주하였

으며, 이 영역의 요인이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줄수 있

는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팀이 임의로 설정하였다.  
③ 전체: 화면 전체 또한, 큰 작용을 하지 않을지라도, 인

간의 감성에 영향을줄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 화면은 데이터의중복을 피하기 위해 관심영역을

제외한 전체화면 영역으로 잡았다.

3. 콘텐츠 시청 실험

불편감/현기증을 느끼는 피험자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방법은 피험자가 편광방식의 47인
치 TV를통해 표 2의 3D 콘텐츠를 2~2.5m 거리에서 보면

서 현기증 등 불편감을 느끼면 특정키를 누르게 하였으며, 
불편감을 느끼는 동안은 계속누르도록하였다. 한 명의 피

험자는 최고 2개의 콘텐츠까지만 실험에응하도록하였고, 
2개의 콘텐츠를 실험하는 피험자는 반드시 실사와 애니메

이션을 하나씩보도록하였다. 또한 2개의 콘텐츠를 시청하

는 경우 한 콘텐츠를 시청한 후 최소 30분을 휴식한 후에

다른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콘텐츠별 피험자 수는

표 4와 같다.

이름 피험자 수

햇님 달님 31

안동 25

어글리 코리안 30

보물 27

표 4. 콘텐츠 별 피험자 수
Table 4. Number of subjects for each contents

실험으로 생성된 키누름(key stroke) 데이터는 1/100초
단위로 측정하였으나, 피험자의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초

단위로 환산하였다. 즉, 특정 초에서 다음 초 사이에 키를

누른 경우는 그 특정 초에 키를 누른 것으로 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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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햇님달님’ 콘텐츠의 데이터; (a) 키누름 횟수, (b) 초점의 변위, (c) 관심영역의 변위, (d) 전체영역의 변위
Fig. 2. Data for the ‘Sun-and-Moon’ contents; (a) number of key strokes, (b) disparity at focal point, (c) disparities in ROI, (d) disparities in the 
whole image

초 단위에 키를 몇 번 눌렀던지 상관없이 키를 눌렀으면

한 번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특정 시간의 키누름 횟수는

그 시간에 불편감을 느낀 피험자 수가 된다.

4. 분석 방법

이상에서 준비한 데이터들을 그림 2에서 그림 5에 각 콘

텐츠 별로 나타내었다. 그림 2부터 그림 5에서 (b), (c), (d)
의 변위에 대한 그래프는 스크린보다 튀어나와 보이는 경

우를 -(negative disparity), 더 멀리 들어가 보이는 것을

+(positive disparity)로 하여 측정한 것이다. 이 데이터에 대

한 분석은, 먼저 각 콘텐츠 별로 3D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불편감 키누름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 초점, ROI, 전체

의 변위값, 변위 변화, 최대/최소변위 값및 변화정도, 화
면의 형태 및 구성, 콘텐츠의 주제 및 내용 등을 분석하였

다. 모든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끝난 다음 모든 콘텐츠에

대해 공통적인 현상이나 상황을 비롯하여 특이사항 등을

다시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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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안동’ 콘텐츠의 데이터; (a) 키누름 횟수, (b) 초점의 변위, (c) 관심영역의 변위, (d) 전체영역의 변위
Fig. 3. Data for the ‘An-Dong’ contents; (a) number of key strokes, (b) disparity at focal point, (c) disparities in ROI, (d) disparities in the whole 
imag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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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그림 4. ‘어글리 코리언’ 콘텐츠의 데이터; (a) 키누름 횟수, (b) 초점의 변위, (c) 관심영역의 변위, (d) 전체영역의 변위
Fig. 4. Data for the ‘Ugly Korean’ contents; (a) number of key strokes, (b) disparity at focal point, (c) disparities in ROI, (d) disparities in the 
whole imag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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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5. ‘보물’ 콘텐츠의 데이터; (a) 키누름 횟수, (b) 초점의 변위, (c) 관심영역의 변위, (d) 전체영역의 변위
Fig. 5. Data for the ‘Treasure’ contents; (a) number of key strokes, (b) disparity at focal point, (c) disparities in ROI, (d) disparities in the whole 
image.

III.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II장에서 설명한 분석 결과를 콘텐츠의 내

용, 변위와 변위변화의 정도, 변위변화의 상황 등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하며, 콘텐츠 별로 기술하지 않고 상황이나

요인별로 기술한다. 그림 2에서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피험자 수에 비해 키누름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콘텐

츠도 있고 많은 콘텐츠도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많은 피험

자가 키를 누른곳도 있고 아주 적은 수의 피험자만 불편감

을 느낀곳도 있다. 시청자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적은 수의

피험자가 불편감을 느낀 경우도중요한 데이터임에 분명하

나, 일일이 그런곳까지 다 기술하는 데는너무 방대한 설명

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 콘텐츠 별로 어느

정도 이상의 피험자가 불편감을 느낀 곳이나 불편감을 느

낀 피험자 수는 적지만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위주로

기술한다. 

1. 전체적인 콘텐츠의 특징 및 키누름 횟수

표 5에 각 콘텐츠에 대해서 그림 2에서 그림 5까지의 (a) 
키누름 횟수를 전체 시퀀스에 대해 누적한횟수와 그 수를

피험자수로 나눈 1인당평균키누름횟수를 나타내었다. 예
상한 바와같이 동적인 콘텐츠(‘안동’, ‘보물’)가 정적인 콘

텐츠(‘햇님달님’, ‘어글리 코리언’)보다 키누름횟수가 많았

다. 또한 대체적으로 애니메이션(‘햇님달님’, ‘안동’)이 실

사(‘어글리 코리언’, ‘보물’)보다 많은 키누름 결과를 보였

는데, 이것은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징과 함께 이 콘텐츠들

이 콘텐츠 전문 업체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일수

도 있다. 즉,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를 자유롭

게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어떤곳

에 어떻게 변위를 넣어야 자극적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제작하였을 것이다. 실제 콘텐츠를 보면 시청자를 깜짝 놀

라게 하는 부분이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이 장면들은 지금

까지 테마파크 등에서 많이 접했던 장면들과 유사하다.

콘텐츠 총 키누름 횟수 1인당 키누름 횟수

햇님 달님 1,452 46.84

안동 1,653 66.12

어글리 코리안 645 21.50

보물 1,209 47.78

표 5. 콘텐츠별 키누름 횟수
Table 5. Number of key strokes for each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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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화면 흔들림의 예: (a) ‘어글리 코리언’의 540초 근처, (b) ‘안동’의 690초 근처
Fig. 6. Examples of shaking image: (a) near 540[sec] in ‘Ugly Korean’, (b) near 690[sec] of An-Dong’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변위(-쪽으로)가애니메이션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 변위의 변화도 두 애니메이션에서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키누름횟수가 더 많은 것

과 무관하지 않다. ‘햇님달님’이나 ‘안동’(‘햇님달님’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의 경우 이미 알려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음 장면이예측 가능하여 키누름횟수가 적

을 것이라고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콘텐츠보다 키누름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불편감이 크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네 콘텐츠 모두의 변위들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이 +변위

이고, 아주 짧은 구간만 –변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시간 –변위를 가지는 경우 불편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장면이없어서 본 논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

를 제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큰 변위

가 발생하는곳에 키누름횟수가 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네 콘텐츠 모두에서 큰 변위 대부분은급격한 변위의 변화

가 동반되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에 대한 내용을뒤에서 다시 다루기

로 한다. 또한 변위가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키누름은 상

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서도뒤에서 좀더 자세히 실제의 예를 통해서언급하도록

한다.

2. 화면의 구성 및 촬영 위치와 조건

본절에서는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이나촬영(애니메이션

의 경우 실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실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환경 또는조건, 상황 등이 불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2.1 화면의 흔들림
화면의흔들림에 대해서는 [11]에서도 다른 바가 있는데, 

안정된 화면보다 흔들리는 화면에서 불편감을 더 많이 느

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도 화면 자체가 흔들

리거나떨리는 경우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보물’의 경우 두 명의촬영자가촬영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두 명 모두 카메라를 고정시키지 않고 직접 들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명중특히 한 명이촬영한 장면이 상대

적으로 많이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현상은 콘텐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보물’의 키누름을 보면, 변위에 비

해 전체적으로 작은값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120초에서 150초 사이에 3명 정도의 키누름에서 시작하여

7명 정도의중간크기의 피크(peak)와 11명의 꽤큰 피크로

이어진다. 이 장면은 한검객이숲에서걸어 나와 다른검객

을 만나는 장면인데, 두검객을 번갈아가며 비추고, 두검객
을 점차가까이에서촬영한 장면이다. 이 부분의 초점, ROI, 
전체의 변위를 보면 크기가 크거나 변화가 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불편감을 느끼는 피험자가꽤많았다. 이런상

황은 이 외에도 여러곳에서 볼 수 있는데, 키누름이 작지만

25~50초, 180초 근처, 270~300초 등은 다른 요인을 크게

발견할 수없고, 특정촬영자가촬영한 부분에서 특히 키누

름이 크게 나타났다.
이런현상은 다른 콘텐츠에서도 나타났다. ‘어글리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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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위에서 촬영한 예: (a) ‘보물’의 370초 근처, (b) ‘안동’의 600초 근처
Fig. 7. Examples of images captured downward at a high position: (a) near 370[sec] in ‘Treasure’, (b) near 600[sec] of An-Dong’

언’의 540초 근처에서 7명 정도의 중간 크기의 키누름이

보이는데(그림 6 (a)), 이 장면은 피면접인중한 명이 면접

을 끝내고 거리를 걷는 장면인데, 촬영자가 카메라를 직접

들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촬영한 장면이다. 당연히 화면

이 불규칙적으로흔들리나, 초점, ROI, 전체의 변위가 크거

나 심하게 변화하지는 않는다. ‘안동’의 270~300초, 690~ 
720초(그림 6 (b))에 3, 4명의중간크기값들과 5~7명의 피

크들, 그리고 10명의 큰 피크가 있는데, 이 장면은 말을 타

고 달리는 장면으로, 말을 타고 촬영한 것과 같이 화면이

흔들린다. 710초 근처에 큰 변위 피크(이 부분은 아주 가까

이로군사 한 명이휙지나가는 장면으로, 이런경우에 대해

서는뒤에 다시언급하기로 한다)를 제외하면 변위의 크기

나 변화의 크기도 크지 않다.

2.2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각도의 장면
보통의 장면들은 사람이 서거나 앉아서 보는 정면의 장

면들이다. 그러나 이런 각도가 아닌, 위에서 내려 보거나

아래에서 위로쳐다보는 방향으로촬영한 경우는 사람에게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런경우 3D 콘텐츠가 아닌실제의

경우에도 불편감을 느낄수 있다. 이런경우는 실험대상 콘

텐츠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햇님달님’의 630~645초 사

이의 3, 4명의 작은 키누름은 나무에서떨어진 호랑이를 위

에서 아래로 찍은 것으로, 화면이 회전하는 장면이다. 이
경우 변위는 +이었으나 불편감을 느끼는 피험자들이 있었

다.
‘보물’의 370초 근처의 11명과 12명의 키누름피크 또한

두 검객이 싸우는 장면을 위쪽에서 아래로 찍은 장면이다

(그림 7 (a)). 이 경우 변위의 크기나 변위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누름 횟수가 많은 것은 카메라의 위

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판단된다. 550~565초 구간은검

객중한 명이칼을맞고쓰러진 장면을 위에서 아래로찍은

장면이며, 이 경우에도 변위의 크기나 변화의 크기가 아주

작으나 9명이 키를 눌렀다. ‘안동’의 경우 590~630초 구간

에서 안중할멈이 걸어오다가쓰러진 장면(그림 7 (b))인데, 
처음에는 정면으로 보이다가 위에서찍은 장면으로 바뀌고, 
피크에서는 위에서찍은 장면을클로즈업(close-up)하는 장

면이다. 클로즈업속도가 그리 크지 않지만,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많은 7명이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보물’의
400초 근처의 5명의 꽤 큰 키누름 피크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말을 탄 군사들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달리는 장면이다. 말을 탄 사람들이 꽤

가까이에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낮은 곳에서 위쪽을 바라

보고찍은듯한 장면이다. 즉, 변위의 변화에 더하여카메라

의 위치가 불편감을 더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2.3 예상치 못한 장면의 변화
특정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나타나는 장면들은일반적으

로는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상황에서예상밖

의 장면이 등장하면 변위의 크기나 변화의 크기가 크지 않

더라도 불편감을꽤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님달

님’의 360초 근처에 8명의중간크기 키누름이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변위의 절대적인 크기나 변화의 크기가 아주 작

다. 이 장면을 그림 8 (a)에 보이고 있는데, 두 아이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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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예상치 못한 장면의 예: (a) ‘햇님달님’의 360초 근처, (b) ‘안동’의 940초 근처
Fig. 8. Examples of unpredictable scene: (a) near 360[sec] in ‘An-Dong’, (b) near 940[sec] of ‘Sun-and-Moon’

(a) (b)

그림 9. 예상치 못한 큰 변위 물체의 예: (a) ‘안동’의 135초 근처, (b) ‘안동’의 400초 근처
Fig. 9. Examples of unpredictable scene: (a) near 135[sec] in ‘An-Dong’, (b) near 400[sec] of ‘An-Dong’

에서노는 장면으로, 오빠가 여동생에게꿀밤을 주고, 마치

만화처럼 큰 별모양이 두 번 번쩍인다. 
‘안동’ 콘텐츠에서는 625초 정도에 7명의중간 정도 키누

름피크가있는데, 이장면은왕건이망루에서연설하는장면

인데, 연설도중에갑자기잠깐군사들이 행진하는 장면이 나

온다. 그군사들의변위가큰 것도 아니고 장면 간변위의변

화가 큰 것도 아니지만 꽤 많은 피험자가 불편감을 느꼈다. 
930~945초 사이에도 3~5명이 불편하다고 키를눌렀는데, 이
장면은견훤이 전사하는 장면이다. 견훤이칼을맞자갑자기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오고 견훤이 불기둥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데(그림 8 (b)), 여기에서도약간의 –변위가 나타나

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하건데 불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피험자가 키를 눌렀다. 

3. 초점 변위의 크기 및 변화

일반적으로 3D 영상에서 초점에 큰 변위(-로)가 있는 경

우 입체감을 크게 느끼고, 또한 불편감을 많이 느낄것이라

고 짐작할 수 있고, 또 기존 연구에서 여러방법으로검증한

바 있다[11][12]. 본절에서도 초점 변위의 크기와 변위 변화의

크기 등이 불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룬다. 
그러나 단순히 변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여러특

성을 같이 고려한다. 순서에 있어서는 대체로 많은 피험자

가 불편감을 느낀 경우부터 다루기로 한다.

3.1 예상치 못한 큰 변위의 물체
이런경우는일반적으로 3D 효과를극대화할 수 있는 상

황으로판단되며, 더불어 불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상황

중 하나이다. ‘안동’의 135초 근처의 9명과 10명의 키누름

피크를예로 들 수 있는데(그림 9 (a)), 이 장면은 화면 전체

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 ‘고창전투’라는 글자가 한자씩

나타나는데, 글자가 나타나면서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가 다시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안정된다. 이 부분의 변위변

화를 보면 초점, ROI, 전체 모두 상당히 큰 변위변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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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0. 움직이는 큰변위물체의예: (a) 큰 변위물체가 움직이지않는경우(‘햇님달님’의 125초 근처), (b) 큰변위의 물체가 움직이는경우(‘안동’의 715초
근처)
Fig. 10. Examples of moving object with large disparity: (a) still object with large disparity (near 125[sec] in ‘Sun-and-Moon’, (b) moving object 
with large disparity (near 715[sec] of ‘An-Dong’)

주 자주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400초 근처의 8명
의 키누름피크는 계곡사이로 새한마리가멀리서부터 가

까이로 날아오는 장면이다(그림 9 (b)). 그런데, 새가 지속

적으로 가까이로 날아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멀어졌다가 가까이로 오는(카메라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우는 듯한) 장면이 두세 번 일어난다. 
일반적으로새가날아오는 장면은 변위가 지속적으로커질

것이라는 것으로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의 경우 그예상과

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피험자가 불편감을 느낀 것으

로 판단된다.
‘보물’에서도 이런 형태의 장면이 있는데, 380초에 있는

11명과 12명의 큰 키누름 피크는 두 검객이 싸우는 중에

특정 검객을 갑자기 클로즈업하는 장면이다. 이 부분에 –

변위 피크가 있지만 아주 크지 않은데, 이 피크의 크기에

비한 많은 키누름은 예상치 못한 장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햇님달님’의 510초 근처의 18명의 큰 키누름피

크는 갑자기 호랑이가 다리를 문창살 사이로 들이미는 장

면이다. 스토리에 손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지만, 갑작스런

장면에 극도의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장면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은 3D 
효과를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극도의놀람

등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3.2 큰 변위 물체의 움직임
큰 –변위(가까이 위치한)의 물체에 대한 3D 효과가 크

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강한 불편감을 나타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기존 연구에서도 이를 실증적으로 보였

었다
[11]. 그러나 실제의 경우 큰 변위라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보다 움직이는 경우 불편감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글리 코리언’에서 120초 근

처의 2~3명의 키누름피크는 면접관이 피 면접인의얼굴을

대조하는 부분에서 피면접인의얼굴을갑자기 아주 가까이

에서찍은 장면이다. 갑작스런장면 변화이고 또꽤큰 –변

위임에도 불구하고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

았다. ‘보물’의 경우 310초 근처의 큰 –변위는검객 중한

명을 갑자기 가까이에서 찍은 장면이다. 그러나 검객이 움

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전혀 느끼지 않

았다. ‘햇님달님’의 경우에도 125초 근처의 –변위는 호랑

이가 갑자기 어머니 앞에 나타나는 장면(그림 10 (a))으로, 
변위가 꽤 크고 급하게 변화하였지만, 2~3명 정도만 불편

감을 느꼈다.
변위가 큰 물체가뾰족하거나 해서 시청자를 해할 수 있

는 물체이면 3D 효과가 더 클 것이고 또한 불편감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체의 경우에도 물체가 움직이는 것

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차이가 있었다. ‘안동’의 100초 근처

에 있는 –변위 피크는 전쟁터에서 죽은 시신들을 비추다

가 갑자기 방패에 꽂혀 있는 화살과 땅에 꽂혀 있는 칼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피크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급작스러

운 장면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화살이나 칼끝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 효과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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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1. 다가오는 다수의 물체: (a) ‘안동’의 260초 근처, (b) ‘안동’의 765초 근처
Fig. 11. Examples of multiple objects getting closer: (a) near 260[sec] in ‘An-Dong’, (b) near 765[sec] of ‘An-Dong’

져 4명만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715초 근

처의 10명의 큰 키누름은 장수의칼끝이 화면쪽으로튀어

나오는 장면(그림 10 (b))이고, 그끝이 고정되지 않고흔들

리는 장면이다. 840초 근처의 6명의 피크는창끝이 화면을

향하고 흔들리는 장면이고, 870초 근처의 19명의 피크는

창들을 꽂은 전차가 화면으로 흔들리면서 점점 가까이 다

가오는 장면이다. 특히 870초 근처에는 –변위도 크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편감을 느낀 결과를 보였다. ‘햇님
달님’의 경우 810초에 있는 13명의 상당히 큰 키누름피크

는 호랑이가 밧줄을 타고 그네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화면 가까이로접근하면서 손을 내밀어 ‘어흥’하는 장면이

다. 변위의 크기에 비해 키누름횟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많은 장면들을 특히 전쟁이나 전투

가벌어지는 콘텐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들 대부

분에서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다수의 물체들이 시청자 쪽으로 급격히 다가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전쟁장면에서 화살 등이 화면 쪽으로

날아오는 경우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3D 효과가 크고

따라서 불편감도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경우에 따

라차이가 있었다. 콘텐츠의 특성상 ‘안동’에서만 나타났는

데, 255~270초 사이에는 많은 불화살들이 화면을 향해 날

아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의 변위가 –의 작은 피크가 있고

상황적으로 불편감을 크게 느낄 수 있지만, 2~3명만 키를

눌렀다. 300~330초 구간은군사들의훈련장면이다. 당연히

많은 움직임이 있고 칼이나 창끝이 화면을 향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점의 변위도 –로 꽤 큰 피크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5명 이내만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

다. 460초 근처에 작은 키누름피크가 있는데, 이 장면 또한

많은 수의 화살이 정면으로 날아오는 장면이다. 변위 또한

큰 – 피크를 보이지만 3명 정도만 키를 눌렀다. 745초 근

처에는둑을허무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둑에 금이 가면

서부터 물이 세어 나와 화면쪽으로뿜어지고(그림 11 (a)), 
이 때 –의 큰 변위가 발생하지만 2명 정도만 키를눌렀다. 
반면, 765초 근처의 큰 키누름피크는 둑이 무너져파편들

이 화면쪽으로 달려드는 장면(그림 11 (b)이다. 이 장면에

서의 변위의 크기는 745초 근처보다 오히려 작으나 키누름

수는 10명이었다.   
이들 결과는 다음과같이 해석할 수 있다. 다수개의 작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변위를 증가(화면 쪽으로 가까워짐)시
켜도 시선을 특정 물체에 고정시킬 수없는 경우에는 화면

에서 나타나는 변위를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다수개의 물체 각각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는

화면에서 나타나는 변위를 그대로 인지하여 3D 효과나 불

편감을 그대로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3.4 초점근처에 초점보다 가까운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이런장면은흔히 있는 장면이며, 극도의 3D 효과나 불편

감을 느끼지는 않지만 꽤 많은 피험자들이 불편감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림 12 (a)에 보

인 ‘보물’의 415초 근처이며, 이 경우 5명이 불편감을 느꼈

다. 이 피크는 대나무숲에서 한검객이움직이는 장면으로

카메라는검객을 따라 움직인다. 초점은 검객에 맞춰져 있

지만, 그 근처에검객보다 가까운곳에 대나무들이 있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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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ROI에 있는 초점보다 가까운 물체의 예: (a) ‘보물’의 415초 근처, (b) ‘햇님달님’의 270초 근처
Fig. 12. Examples of object(s) in ROI closer than focal point: (a) near 415[sec] in ‘Treasure’, (b) near 270[sec] of ‘Sun-and-Moon’

면이 움직임에 따라 이 대나무들도 움직인다. 변위를 보면

초점의 변위보다 훨씬 큰 변위가 ROI와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글리 코리언’의 150초 근처에 2명 정도의약한 키누름

피크는 해당 초점의 변위가 +변위이다. 그러나 ROI와 전체

에는 초점에는없는 –변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장면은 두

면접관을 비추고 있는 장면인데, 말을 하고 있는 면접관은

멀리 있는 면접관이다. 가까이 있는 면접관이 거의 움직이

지 않기 때문에 키누름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500초에 9명의 꽤 큰 키누름 피크가 있는데, 이 장면은 피

면접인 두 명을 비스듬히 비추는 장면이며, 멀리 있는 피

면접인이 대답을 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 피 면접인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위를 보면 초점의 변위는 +
로 피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 전체가 +인데, ROI와 전

체에서 –변위를 보이고 있다. 
‘햇님달님’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170초

정도에 7명의중간정도 크기의 키누름피크는 어머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장면이다. 여기서 호랑이는 두 다리만

보이고 다리사이로 어머니가 보이는데, 초점은 어머니에게

가 있으므로 +변위를 보이고 있으나 ROI나 전체에는 거의

0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b)에 보이고 있는 장면은

270에서 300초 사이에는 나쁜 요정이 나타나서 호랑이에

게 어머니를 잡아먹으라고 종용하는 장면이다. 이 때 11명
의 키누름피크에 해당하는 장면은 호랑이가 말을 하고 있

는데, 요정이 호랑이보다 가까운 곳에서 떠다니는 장면이

다. 변위를 보면 물론 초점에 해당하는 호랑이도 –의 꽤

큰 변위를 가지고 있지만, ROI와 전체에 더 큰 –변위가

나타나고 있다.

3.5 카메라의 빠른 움직임
불규칙적이지는 않지만카메라가빠른속도로일정한 방

향으로 또는 방향을 바꾸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도 꽤 많은

피험자들이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상황

은 그 특성 상 거의 ‘안동’에서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영화나 TV에서 종종 나타나는 장면이다. ‘안동’의 135초의

10명의 큰 피크는 안개가 낀숲속을카메라가빠르게 전진

하는 장면이다. 이 경우카메라가 전진함에 따라 주위의 나

무들이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주변의 큰 변위의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로도 볼 수 있으나, 카메라의빠른 전진 때문

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장면으로 690초 정도에 4명의 키누름이 나타나는데, 이 장

면은 계곡위에서부터 계곡아래의군사들을 향해카메라가

빠르게 하강하다가 군사들을 따라 전진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초점, ROI, 전체의 변위가 크지 않고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카메라의 급격한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6 배경의 고주파 성분
‘햇님달님’ 콘텐츠는 등장인물도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격동적인 장면이 적은 콘텐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9의 1인당 키누름 횟수는 전쟁을 소재로 한 ‘안동’까지는

아니지만 ‘보물’에 버금간다. 앞에서언급한 바와같이 ‘햇
님달님’의 모든 물체와 사람은마치뜨개질한 것과같은 표

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특정 물체는 올의 크기가 커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 620~645초는 호랑이가 나무위에

있는 아이들을잡으려고풀쩍풀쩍뛰다가 바닥에 누워버리

는 장면인데, 그 바닥이 상당히 큰올로짜여 진 것처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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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배경의 고주파 성분 예: (a) ‘햇님달님’의 620초 근처, (b) ‘보물’의 570초 근처
Fig. 13. Examples of high-frequency background: (a) near 620[sec] in ‘Sun-and-Moon’, (b) near 570[sec] of ‘Treasure’ 

(a) (b)

그림 14. 초점이 분명치 않은 불특정 다수의 예: (a) ‘안동’의 320초 근처, (b) ‘안동’의 420초 근처
Fig. 14. Examples of uncertain many objects: (a) near 320[sec] in ‘An-Dong’, (b) near 420[sec] of ‘An-Dong’

인다.(그림 13 (a)) 또한 730~750초는 나무위의 아이들이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자 하늘을 향해

밧줄을 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인데, 그 나무 또한 상당히 큰

올로짜여 진 것이다. 이 두 경우 변위의 변화가 거의없고

크기도 아주 작지만 불편감을 느낀 피험자가 3,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경우는 ‘보물’에서도 볼 수 있

는데, 그림 13 (b)에 보이고 있는 570초 근처의 9명의 꽤

큰 피크는 앞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은 장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이 장면은 잔디밭 같이 작은

풀들이 촘촘히 나 있는 바닥에 검객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다가 상반신을 일으키면서 다른 검객에게 총을 쏘는 장

면이다. 이 근처의 변위를 보면 거의 변위가 ‘0’이고 변화도

거의없으나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같이 배경이 고주파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시

하는 물체가 그 배경과 변위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물체와

배경의 변위를잘구분할 수없다. 따라서 이런경우는 상당

히 혼돈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을꽤 강하게 받아 불

편감이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7 초점이 분명치 않은 불특정 다수의 물체
‘안동’의 경우군사들의 행군이나 훈련모습이 종종 나온

다. 이 때 아주 가까이에서촬영한 경우는 큰 변위의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편감을 상당

히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군사들이 아주멀리 있고, 각 개

인 보다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불

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동’의 320~330초에

는 군사들의 대열을 멀리서 카메라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찍은 장면(그림 14 (a))이고, 415~425초에는 계곡 위에서

계곡 아래의 군사들이 대열훈련을 하는 장면(그림 14 (b))
인데, 이 경우 대열을겹쳤다가 다시 분리하는 장면이 나온

다. 이런경우 초점의 변위가 +이지만, 특정군사에게 초점

을 두지 못한 채화면이 움직이면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4, 5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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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반복되거나 예측 가능한 장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장면이반복되는 경우 비슷한 변위의

크기와 변화라도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햇님달님’에서 요정이 나와

서 호랑이얼굴주위를 왔다갔다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데, 280초 근처의 11명의 큰 키누름피크는 나쁜요정이처

음 나타난 장면이다. 그러나 그 뒤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여러번 나오지만 처음처럼큰 키누름피크는 발생하지 않

았다. 380~390초, 480~500초 등이 유사한 장면인데, 키누

름 횟수는 2~4명 정도로 현저히 적다.
뿐만 아니라 변위가 –로 크게 변화하는 경우라도 예측

이 기능한 경우는 불편감을 훨씬덜느끼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안동’의 460초 근처에 있는 초점의 –변위 피크는

석궁의 시위를 당기는 장면으로 화살끝이 화면쪽을 향하

는 장면이다. 변위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이 경우 화살

끝이 화면쪽으로 나올것이라는 것을예측할 수 있기 때문

에 단 2명만 불편감을 느꼈다. 915초 정도에 –변위의 큰

피크가 있는데, 이 장면은견훤과 세 장수가 말을 타고 가면

서싸우는 장면이며, 이 피크는칼끝이 화면을 향하는 화면

이다. 그러나 변위피크의 크기에 비해 키누름 횟수가 1~2
명의로 상당히 적은데, 이 장면은 칼끝이 화면 쪽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충분히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보물’에서 510
초 정도에 초점의 큰 –변위가 있는데, 이 장면은 두 검객

중한 사람이 화면 정면으로 걸어와카메라를 넘어가는 장

면이다. 변위의 크기나 변화의 크기로 보아 상당한 키누름

이 예상되나, 이 경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2~3명만 키

를 눌렀다. 

3.9 실제 변위는 크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변위가 클 것으

로 생각되는 장면

‘안동’의 780~800초 정도에는 둑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

져 나와 많은 물이 화면을 덮치는 장면(그림 15)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크기의 –변위가 있어야 하고, 또 변위의 변

화도 매우 큰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 화면에서는 변위

가 거의 +이고, 아주 약하게 –변위피크가 한 두 개 정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불편감을 느낀 피험자가

5명 정도나 된다. 그림 7 (a)에서 보인 ‘햇님달님’의 360초

근처는 오빠가 여동생에게꿀밤을 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

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이 때

화면 전체를 덮을 정도의 큰 별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도

변위의 크기나 변화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불편감을 느낀 사람이 8명이나 되는데, 이
것은 예상치 못하게 만화와 같이 별모양이 나타난 이유도

있지만, 별이 앞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상황이므로 변위가

크게 변하고 크기도 클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의 상

황과는 달리 많은 피험자가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같이 실제 변위가 크지 않거나 변화가 심하지 않더

라도 정황적으로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편감을 느

끼는 사람이 꽤 많았다. 이것은 3D 비디오의 특성상 이런

장면들에 큰 변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5. 정황적으로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의 예(안동의 785초
근처)
Fig. 15. Example of the scene that is expected to have large disparity 
(near 785[sec] of ‘An-Dong’) 

3.10 비스듬히 찍은 장면
‘어글리 코리언’과 ‘안동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인데, 

여러 명이 횡 또는 종으로 서 있고, 그것을 비스듬히 찍은

경우 2~3명 정도가 불편감을 느꼈다. 이런 장면에서의 특

징은 화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먼쪽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간다는 것이다. 즉, 먼 쪽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거

나 주시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큰 불편감

을 주지는 않지만,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2~3명 정도는

반드시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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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논문에서는 실제 스테레오 3D 콘텐츠를 시청하는 실

험과 콘텐츠의 변위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여 콘텐츠의 내

용, 정황적 상태, 초점 뿐 만 아니라 그 주위 변위의 크기

및 변화 등이 불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중에 초점의 물체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

는 경우나 급격한 변위의 변화 등은 이미 강한 불편감을

줄것으로예측된 요인들이다. 그러나 큰 변위의 물체라 하

더라도 가만히 있는 경우보다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경우, 
초점주위에 초점보다 더 큰 변위를 가진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등이 아주 큰 불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실

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한 불편감을 느낄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중불특정 다수가 급하게 변위를 증

가시키는 경우나 정황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면 큰

변위나 큰 변위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감을 느끼지 못

한다는 것도밝혔다. 또한카메라의 위치가 정면을 보는 것

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경우

불편감을 훨씬 많이 느꼈으며, 화면 전체가 불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경우 강한 불편감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 외에도 강한 요인은 아니지만, 실제 변위나 변위변화

가 크지 않더라도 정황적으로 그런상황, 배경에 인지할 수

있는 고주파 성분이 많고 초점의 물체와 큰 변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의 요인도 실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3장에서 설명한 요인들이 모두 단독적이지 않고 복합적이

며, 본 논문에서언급하지 않은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는 것도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요인들, 
즉화면이나 초점의색깔, 명도, 채도 또한, 그 자체로 불편

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일수도 있지만, 변위 요인들과 결합

하여 더 강한 자극의 요인이될수도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향후이런요인들을 변위요인들과 더불어 분석할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팀의 향후연구이기도 한다. 본 논문

은 시청안전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으로 비추어볼 때 본 논문의 내용은

미완성이며 초보적인 단계임을 인정한다. 이런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요인들을 더욱 정밀하게 실험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변위를 가진 물체가

초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동안 지속되면 어느 정도의 불편

감을 느끼는지 등이다. 즉, 본 논문에서언급한 거의 대부분

의 상황이나 요인들에 대해서 그 정도와 시간적 지속정도

에 대해서 면밀한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시청안전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

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데이터들을 기초로 한 가

이드라인이 진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팀은 해당 전문연구팀들이 더욱 전문적인 연구

를 통하여 이런 정량적 데이터를 충분히 도출해 줄 것을

또한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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