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진 외 2인 : 자극과 배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 시차가 크로스톡 지각에 미치는 영향 225
(JongJin Park et al. : The Effects of Stimulus-background Contrast, Background Texture Density and Screen Disparity of Stimulus on Crosstalk Perception)   

자극과 배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 시차가 크로스톡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 종 진a), 이 형 철a)‡, 김 신 우a) 

The Effects of Stimulus-background Contrast, Background Texture 
Density and Screen Disparity of Stimulus on Crosstalk Perception

JongJin Parka), Hyung-Chul O. Lia)‡, and ShinWoo Kima)

요 약

3D 영상을 시청하면서 느끼는 고유한 피로를 입체 시각 피로라고 부른다. 이 현상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화면

시차, 상 흐림, 크로스톡 (crosstalk)의 세 가지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화면 시차와 상 흐림은 영상 콘텐츠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종류에 관계없이 직접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크로스톡 요인은 다른 요인과는 다르게 3D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인이며 따라서 손쉽게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크로스톡이 입체 시각 피로에 미

치는 영향은 자극 특성에 의하여 달라지며, 이러한 자극 특성은 조작 가능하다. 따라서 크로스톡이 입체 시각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크로스톡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 특성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적 깊이 판단 과

제를 사용하여 자극 특성 (자극과 배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 시차)이 크로스톡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영상에 배경이 존재하고 자극의 화면시차가 적을 때 지각되는 크로스톡이 감소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3D contents could cause unique 3D visual fatigue. Screen disparity, image blurring, and crosstalk are known to be the three 
major factors responsible for the fatigue. Among these, screen disparity and image blurring are content factors, that is, one can 
directly manipulate contents themselves to handle visual fatigue caused by these two factors. On the other hand, because crosstalk 
is closely tied to physical characteristics of 3D display, it is difficult or even impossible to reduce crosstalk-driven visual fatigue 
unless one replaces 3D display itself (for example, from active to passive display). However, the effects of crosstalk on 3D visual 
fatigue depends on visual stimulus features (that is, contents), and thus it is possible to manipulate stimulus features in order to 
handle visual fatigue caused by crosstalk. Hence, this research tested the effects of visual stimulus features on crosstalk (which 
then causes 3D visual fatigue). Using relative depth discrimination task, we tested the effects of stimulus-background contrast, 
background texture density, and screen disparity on the degree of perceived crosstalk. The results showed that crosstalk decreases 
with presence of background texture and with less degree of screen disparity. 

Keyword : Perceived crosstalk, Background texture density, Screen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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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의 시각 체계는 가까운 거리의 대상 (최대 약 5 미터

이내)을 바라볼 때 양 눈의 수평적 거리 차이에서 유발되는

상의 시차를 통하여 더 정확한 공간정보를 지각 한다
[1]. 이

런 양안 시차의 효과는 두 눈에 들어오는 상이 서로 상관을

가지면서 좌우로 약간 떨어진 위치에 맺힐 때 나타나며, 3D 
디스플레이 영상이 2D 디스플레이에 비하여 더 실감나는

입체감을 가진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깊이 단서

이다. 따라서 3D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구현되

어야 하는 기능은 양 눈에 서로 다른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다.
그러나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실감나는 3D 영상을 제시

하기 위하여 인간의 시각체계가 가지는 복잡한 기제에 완

전히 들어맞는 자극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양안 자

극 분리만 구현한 3D 디스플레이는 거리와 관련된 다른 단

서, 예를 들면 수렴 눈 운동이나 조절 효과와 같은 단서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상 왜곡을 피할 수 없다
[2]. 이런 문제를

해결한 이상적인 3D 디스플레이는 마치 거울처럼 작동할

것이다. 즉, 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제시된 영상은 마치

실제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깊이를 가지고, 시점에 따라

서 영상이 변화하며, 영상에 제시된 여러 대상 중 하나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3D 디스플레

이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

르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3D 제시 방식은 단순히 하나의 디

스플레이에서 제시되는 영상을 양안에 각각 분리하여 제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영상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안경을 통하여 3D 디스플레이를 바라볼 때 입체 경

험을 제공하는 안경식 3D 디스플레이와 특별한 추가 도구

없이 입체 경험을 제공하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로 나

뉜다. 안경식 3D 디스플레이는 특수한 방식으로 영상을 제

공하는 3D 디스플레이를 전용 안경을 통하여 바라볼 때 양

안에 분리된 자극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제시 방식에 따라

셔터 글래스 (Shutter Glass, SG)[4][5] 방식과 편광 (Pattern 
Retarded, PR) 방식으로

[6] 나뉘며 각각 시분할 및 공간분할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양안에 분할하여 제시한다.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는 빛을 최소한 두 방향에서 보내

디스플레이를 특정 시점에서 바라보면 양 눈에 서로 다른

영상이 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7]. 전면에 배리어

(barrier)를 설치하여 분할하는 방법을 패럴랙스 배리어

(Parallax barrier) 방식이라고 부르며, 렌즈 배열을 사용하

여 분할하는 방법을 렌티큘러 (Lenticular) 방식이라고 부른

다.
각 3D 제시 방식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기 때

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에쓰이는 3D 방식이 달

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안경 식 3D 디스플레이는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의 관찰 시점이 고정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넓은 시점에서

자극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안경 식 3D 제시

방식 (셔터글래스 (Shutter glass) 또는 편광 (Pattern re-
tarded))은 최근 3D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가장 많이 보급

되고 있는 3D 제시 방식이다. 이는 가정이나 영화관처럼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3D 영상을 시청해야 하

는 경우 가장 적절한 제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로 한 사람이 사용하고 관찰 시점이 고정됨을 가정하는

휴대용 기기의 경우, 안경 휴대의 불편함 없이 3D를 경험할

수 있는 패럴랙스 배리어를 사용한 무안경식 3D 제시 방식

을 사용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 기기로는 LG Optimus 
3D나 닌텐도 3DS와 같은 기기가 있다.
그러나 이런 3D 제시 방식은 양안의 영상을 분리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인간 시각체계가 필요로 하는 양안 정

보를모두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영상 왜

곡이나 피로감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3D 영상의 초점은

자극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초점

을 맞추지않은 위치를 바라보게 되면큰 시각피로를 느끼

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에 따른 지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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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다른 물리적 특성에서도 나타날수 있는데, 3D 시각

피로와 실감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

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크로스톡이다
[8][9][10]. 

크로스톡은 사전적으로 통신의 혼선 또는 누화 등의 의

미를 가지지만, 3D 영상 분야에서는 좌안과 우안의 영상이

완전히 분리되지않아 좌안의 영상 중 일부가 우안의 영상

에섞이고, 우안의 영상 중 일부가 좌안에섞이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현상은 3D 디스플레이를 볼 때만 발생하며, 피
로감 및 불편감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3D 영상의 실감을

떨어뜨린다
[12][13]. 또한 주관적 3D 피로 측정 연구

[11]
에 따

르면, 3D 자극을 시청한참가자가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주

관적 피로감 및 불편감 증상은 크게 네 가지 요인 (시각적

스트레스, 안구 통증, 신체 통증, 상 흐림) 으로 나눌수 있

으며 이 중 상 흐림 요인의 경우 특히 크로스톡과 화면 시차

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
크로스톡의 영상 실감 감소 효과역시 인간의 시각 기제

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의 시각 체계는 두 눈에 들어온

영상이 이중상이면서 상관을 가질 때 대상이 되는 자극을

하나로 보기 위하여 수렴 눈 운동을 일으킨다. 이는 주시

대상에 화면 시차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이 시차에 따라 깊이

를 가진 것으로 지각되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이

다
[14]. 그러나 크로스톡이높으면 각 눈에 대측자극이섞여

들어가 양안에 동일한 자극을 제시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즉, 대상 자극이 양안시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양안 자극이겹쳐진 이중상을 가진 2D 자극인 것처럼

지각하게 된다
[15].

이와 같이 크로스톡은 3D 영상의 깊이 지각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크로스톡은 물리적으

로 결정되어 있는 요인으로, 시청 환경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물

리적 크로스톡이 동일한 경우에도 자극의 특성에 따라서

크로스톡이 다르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경험적으로 자

극의 시차가 크고, 주시 대상과 배경의 대비가 크며,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시 대상만 화면 시차를 가지는

경우에 크로스톡이 좀 더 현저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으로 크로스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자극 특성 (자극과 배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

도, 자극의 화면 시차)이 크로스톡 지각에 어떤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였다. 지각된 크로스톡은 상대적 깊이 판단 과

제의 수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되었다. 크로스톡이

크게 지각되면 깊이 지각을 직접 방해받기 때문에 상대적

깊이 판단 과제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지각된 크로스톡 수

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하

여 어떤 자극 특성 변인을 조작하면 크로스톡의 효과를 감

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Ⅱ. 실험

1. 연구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로스톡은 측정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다. 그러나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극의 특성에 따라 크로스톡이 지각되는 정도가 각각 다

르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크로스톡에

의하여 유발된 이중상은 양안 시차에 의한 입체 지각을 방

해하기 때문에
[5][13] 디스플레이에서 크로스톡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면 관찰자가 어떤 조건에서 크로스톡을 더

크게 느끼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으로 지각된 크로스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

인 (자극과 배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 시

차) 이 크로스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방법을 바탕

으로 지각된 크로스톡을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참가자 및 장치

광운대학교 대학생 19명이 유급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정상 시력 또는 교정된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양안 시차를 가진 자극에서 입체감을 문제없이 지각

할 수 있었다. 자극은 시판중인 46/47인치 3D TV를 사용하

여 제시되었다. 모든디스플레이의 3D 제시 방식은 안경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며, 3D 제시 방식 (액티브, 패시브) 별
로 각각 한 대씩사용하였다. 액티브방식 디스플레이는 셔

터 글래스 (Shutter glass, SG) 방식 TV인삼성 UN46C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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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인치)을 사용하였고, 패시브 방식 장비는 편광 (Film 
pattern retarded, FPR) 방식 TV인 LG 47LW5700 (47인치)
을 사용하였다.
각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3D 자극을

제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셔터 글래스 방

식 디스플레이는 시간을 분할하여 좌안과 우안의 영상을 나

눈다. 60 Hz의 화면갱신률로 입체 영상을 제시하려면 최소

한 2 배 이상 (즉 120 Hz 이상)의 화면갱신률을 가진 디스

플레이를 사용하여 좌안과 우안의 영상을번갈아가면서 디

스플레이 화면에표시한다. 3D 안경은번갈아가며깜빡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에 제시된 영상이 해당하는 눈

에 제시될영상인 경우 영상을투과하고, 반대편 눈에 제시

될 영상인 경우 차단한다. 이 방식은 디스플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화면 해상력이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
러나 시분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의깜빡임이 느껴

지는 경우가 있고, 화면이 어둡게 느껴지며 안경과 디스플레

이의 동기화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 셔터 글래스가 완벽하

게 상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PR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크로스톡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편광 방식 디스플레이는 공간을 분할하여 좌안과 우안의

영상을 나눈다. 디스플레이의홀수 열과짝수 열에 각각 단

안 영상을 제시하며, 디스플레이 표면과 안경의 편광 필터

를 통하여 각 열의 영상을 선택적으로 좌안 및 우안으로

분리하여 제시한다. 이 방식은 다른 3D 제시 방식에 비하여

깜빡임이나 크로스톡이 덜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안경은

단순히 편광 필터의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볍고 다양한 형

태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상이 공간적

으로 손실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즉 단안 영상은 디스플레

이가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의 절반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수직 시야각이 좁으며 시청 범위를 벗어나

면 깊이감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편광 방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크로스톡을

가지지만 이 방식 역시 물리적으로 크로스톡을 완전히 제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물리적인 크로스톡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콘텐츠 요

인의 변화에 따라서 지각된 크로스톡 수준은 달라지는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물리적인 크로스톡이 존재하더라도

콘텐츠 요인에 따라 크로스톡의 존재 여부가 잘 지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요인에 따른 지각된 크로스톡

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의 3D 제시 방식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물리적 크로스톡역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실

험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크로스톡이 실험참가자

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를 실측한값을 바탕으로 물리적 크로스톡을 계

산하였다. 측정 절차는 각 디스플레이에 자극과 배경의 대

비 조건에 따른 실험 자극셋을 제시하고 2 m 거리에서휘

도계 (LS-110, Konica Minolta)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에

제시된 자극, 배경, 그리고 고스트이미지 (크로스톡에 의하

여 나타나는 대측자극의희미한 영상)가 나타나는 영역의

밝기를 측정하였다. 좌 / 우안 조건은 안경의 좌측 렌즈와

우측렌즈를측정 장치앞에 대고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구분하였다. 크로스톡은 고스트 이미지 밝기에서 배경

밝기를 차감하여 고스트이미지밝기만 구한 다음, 이값과

자극 밝기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모든 대비 조건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최대 대비, 중간 대비, 최소 대비 조건)의 자

극에서 측정한 크로스톡을 평균한 결과 편광 방식 디스플

레이의 크로스톡은 좌안 0.81%, 우안 0.7%였고 셔터 방식

디스플레이의 크로스톡은 좌안 5.45%, 우안 8.85%였다. 
또한 자극을 실험에서 의도한 것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제시하기 위하여 MATLAB과 심리학 실험용 도구 모음인

Psychophysics toolbox를 사용하였다
[16].

3. 실험 설계 및 자극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크로스톡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는 변인 (자극과 배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 시차) 이 크로스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방법을 바탕으로 지각된 크로스톡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극과 배

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시차를 조작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자극을 구성하였으며, 참가자가 이런

자극을 관찰하면서 상대적 깊이 판단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깊이 판단 정확률이 자극 특성 및 3D 제시 방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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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하였다.
상대적 깊이 판단 과제는 화면 시차를 가지는 자극을 제

시하고 그 자극의 위치가 화면보다 더 가까운지 아니면 더

먼지 판단하여 반응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를 사용하면 다

양한 변인이 크로스톡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크로스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깊이 지각

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극 조

건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크로스톡이 더 크게 지각되

는 조건은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하여 각 눈에 제시되는

자극에 대측눈에 제시되어야 할 자극이 더많이섞여 들어

가 과제 수행, 특히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양 눈에 제시된 자극이 동일한 것으로 지각될 가능성이높

아진다. 따라서 수렴 눈 운동이 작게 유발되거나또는 유발

되지 않을 것이며, 대상이 양안 시차를 가진 입체 자극이

아니라 좌안과 우안의 상이 겹쳐진 2D 자극으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크로스톡이증가함에 따라 입체

지각이 더 크게 방해받을 것이며 그 결과 참가자의 깊이

판단 정확률이 감소할 것이다.
그림 1은 지각된 크로스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자극 특성을 조작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자극에 어떻게 제

그림 1. 배경의공간빈도요인과자극과배경의대비요인조건을교차한자극
예시

Fig. 1. Examples of test stimuli produced by combining background 
texture density and stimulus-background contrast

시되는지 보여준다. 화면 시차는 그림을 통하여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극과 배경의 대비 3 조건, 배경 텍스쳐 밀도

3 조건만 교차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을 진행할 때는 화면

시차 6 조건 또한 교차하여총 54 조건의 시행을 구성하였

고 각 조건을 6회씩 반복하였다. 모든 참가자가 두 디스플

레이에서 동일한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

참가자는 한 TV에서 324회씩총 648회의 과제를 수행하였

다.
실험 자극은 화면 시차를 가진 밝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20 cm) 으로, 항상 자극이 배경보다 밝게 제시되었으

며, 그 자극 특성 변인 중 세 가지를 조작하였다. 첫째, 자극

과 배경의 대비 변인의 조건은 자극의 색과 배경의 색을

하나로묶어 최대 대비 (자극 255 / 배경 0), 중간 대비 (자
극 223 / 배경 31), 최소 대비 (자극 191 / 배경 63) 세 조건

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열에 따라 조건 제시). 
각 대비 조건은 RGB코드로 정의된밝기를 8개로 분할하여

최대 대비 조건을 포함한 일부 조건을 사용하였다. 둘째, 
배경 텍스쳐 밀도는 배경 공간에 제시된 자극과 동일한색

을 가지는 점 밀도로 정의하였다 (그림 1, 행에 따라 조건

제시). 배경 점의 위치는항상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자극

조건은 배경 점의 밀도 0% (점 없음), 3%, 40% 로 총 3 
조건을 사용하였다. 셋째, 자극의 화면 시차 조건은 안전

융합영역 (양안시차 1°)[17]
을 기준으로 화면보다 가까운 조

건과 화면보다 먼 조건을 3 조건씩, 디옵터 (Diopter, 1/m) 
단위로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각 조건은망막간 거리가 6.5 
cm일 때를 기준으로 안전융합영역한계 시차 두 조건 (± 
0.3 디옵터), 작은 시차 두 조건 (± 0.1 Diopter), 단일 상

화면에서 자극까지의 거리
(디옵터)

관찰자에서 자극까지의
거리

(디옵터)
화면 시차
(시각도)

-0.5 0 1°51’

-0.3 0.2 1°7’

-0.1 0.4 22’

0.1 0.6 22’

0.3 0.8 1°7’

0.6 1.1 2°14’

표 1. 자극의 화면 시차 조건
Table 1. Screen disparities of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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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D 제시 방식, 배경 텍스쳐 밀도, 화면시차에 따른 정답율
Fig. 2. Mean accuracy as a function of 3D display type, background texture density, and screen disparity

형성 범위를 넘어서는 시차 두 조건 (-0.5, +0.6 디옵터)으
로총 6개 조건이었다. 표 1에 각 조건의값이 가지는 화면

시차 및 절대 거리 (자극으로부터 관찰자까지의 거리)를 디

옵터로 제시하였다. 화면시차가 없는 조건은 크로스톡의

측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4. 실험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 크로스톡은 물리적 측정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크로스톡 지각은 물리적 크로

스톡뿐아니라 다양한 자극 특성에 의하여 영향받기 때문

에 정신물리학적 방법을 통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서로 다른 크로스톡 수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두

3D 제시 방식 (SG와 FPR 방식)을 가진 디스플레이에서 상

대적 깊이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자극 특성이 지각된 크로

스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과제는 참가자에게

화면 중앙의 사각형이 화면보다 가까이 또는 멀리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키보드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전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실험에 대한 안내를 듣고 나서 TV로부터 시청 거리 (2 m) 
만큼 떨어진 의자에 앉아서 정사각형의 상대적 깊이를 판

단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다. 깊이 판단 과제는

단순히 중앙의 사각형이 화면에 비하여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지 판단하여 키보드로반응하는 과제였다. 자극은 1초

간 제시되었으며, 5초 이내에응답하지않은 조건은 실패로

간주하였다. 실험 조건은 54회의 수행을 한 단위로 하여

(자극과 배경의 대비 3 조건, 배경 텍스쳐 밀도 3조건, 자극

의 화면 시차 6조건을모두 교차) 총 6회반복하였다. 어느

한 TV에서 수행을 끝마치면 다른 TV에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5. 결과 및 논의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 (2 조건: 선 SG 후 FPR, 선 FRP 
후 SG), 3D 제시 방식 (2 조건: SG, FPR), 자극과 배경의

대비 (3조건: 최대 255/0, 중간 223/3, 최소 191/63), 배경

텍스쳐 밀도 (3 조건: 0%, 3%, 40%), 자극의 화면 시차 (6 
조건: -0.5, -0.3, -0.1, 0.1, 0.3, 0.6)가참가자들의 깊이 판단

정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 설계 변량

분석을 사용하여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 (디스플레이 종류,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 시

차) 에서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종류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

며 (F(1, 17) = 7.7, p < .01, 그림 2 좌측), FPR 방식의 깊이

판단 정확률이 3.6% 높았다. 또한 이 조건에 따른 수행 차

이는모든조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과

제의 수행이 FPR 방식과 SG 방식 사이의 물리적 크로스톡

차이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배경 텍스쳐 밀도의 주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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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34) = 6.5, p < .001, 그림 2 중앙). 즉 배경이 없을

때 보다낮은 밀도라도 배경에 텍스쳐가 제시된 경우 깊이

판단 정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배경 텍스쳐 밀도가 존재

하는 조건은 무선 점으로 이루어진 배경이 화면에 위치하

게 되어 깊이 판단의 기준이될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각 조건간 차이를 Bonferroni의 방법으로 교정

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0% 대 3%, 0% 대
40% 조건의 경우 조건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으나 (FPR 방식: 0% vs. 3%, p < .001, 0% vs. 40%, p < 
.001, SG 방식: 0% vs. 3%, p < .005, 0% vs. 40%, p < 
.005) 3% 대 40% 조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FPR 방식: 3% vs. 40%, p = .23, SG 
방식: 3% vs. 40%, p = .16).
자극의 화면 시차 조건역시 화면 시차에 따른 깊이 판단

정확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5, 
85) = 22.6, p < .001, 그림 2 우측). 이 요인은–0.1 Diopter 
조건에서 수행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대비가

클수록 과제 정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조건은

경험적으로 화면 시차의 크기에 비하여 입체감이 잘 지각

되지 않는 조건으로, 과제 정답률이낮아지는 것은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극의 화면 시차에 따라 깊이 판

단 정확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크로스톡의 영향보다 자극

조건의 수렴 요구가 점차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며, 이는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매 시행에서 자극이 제시되기 전에

수렴 거리 및 초점 거리가 관찰자에서 화면까지의 거리가

된다. 자극은 갑자기 중앙에 특정 화면시차를 가지고 제시

되기 때문에 교차 화면시차를 가지는 자극 (상대적 깊이 조

건이 양수인 자극)은 갑자기 관찰자에게 접근하는 자극이

되고, 비교차 화면 시차를 가지는 자극 (상대적 깊이 조건이

음수인 자극)은갑자기 관찰자로부터멀어지는 자극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수렴 요구 측면에서, 비교차 시차

조건에서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시각 체계가 일

반적으로 멀어지는 자극보다 다가오는 자극에 대하여 더

크게반응한다는 것을
[18] 반영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화면보다 멀리 떨어진 조건의 정답률이 화면보다 가까운

조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더 낮으며, 안정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한계 영역 내에서 가장 큰 화면시차를 가진 -0.3 

그림 3. 3D 제시 방식과 상대적 깊이에 따른 정답률
Fig. 3. Mean accuracy as a function of 3D display type and relative 
depth 

조건을 제외하면 화면보다 가까운 조건에 비하여 매우 낮

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적 시차와 3D 제시 방식

간의 차이를 Bonferroni의 방법으로 조건 간 짝 비교한 결

과 (그림 3), 자극이 교차 시차를 가질때는 조건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비교차 시차를 가질때는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았다 (교차-SG 방식 vs. 교차

-FPR 방식, p < .005, 비교차-SG 방식 vs. 교차-FPR 방식, 
p = .63).
한편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 (F(1, 17) = .07, p = .80, 그림

4 좌측) 및 자극과 배경의 대비 조건 (F(2, 34) = 2.06, p 
= .14, 그림 4 우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았

다 (그림 3).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림 4, 좌측)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5, 6). 자극과 배경의 대비 조건 요인의 경

우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비가 높은 조건 사이에서는 대비의 차이가 크로스

톡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그림 4, 우
측).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으로 대비가 크로스톡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전부 검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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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배경 텍스쳐 밀도, 3D 제시 방식,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의 상호작용
Fig. 5. Interaction between background texture density, 3D display type, and the order of 3D display type

그림 4. 3D 제시 순서와 자극-배경 대비에 따른 정답율
Fig. 4. Mean accuracy as a function of the order of 3D display type and stimulus-background contrast

자극과 배경의 대비 조건의 경우, 자극에 사용된 대비 조건

이 상대적으로 대비가 큰 조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비가 크로스톡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좀 더 넓은 범위의 대비 조건을 사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 고차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분석
분석 결과 3D 제시 순서를 포함한 두 개의 유의미한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본래 세 요인 이상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까다롭고 효과가 가리키

는 바가명확하지않다. 게다가 여기서 분석된 효과는 연구

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가

가지는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만 읽기 바란다.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난요인들은 배경 텍스쳐 밀도, 3D 

제시 방식,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 조건의 3원 상호작용 (그
림 5)과 자극과 배경의 대비, 자극과 화면의 시차, 3D 제시

방식,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 조건의 4원 상호작용 효과였다

(그림 6).
배경 텍스쳐 밀도, 3D 제시 방식,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F(2, 34) = 5.29, p < .01)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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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극-배경의 대비, 화면시차, 3D 제시방식,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 조건의 상호작용
Fig. 6. Interaction between stimulus-background contrast, screen disparity, 3D display type, and the order of 3D display type

FPR 방식 디스플레이에서 자극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더

높은 깊이 판단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이는 FPR 방식에서 배경 텍스쳐 밀도 정보를 깊이 판단 과

제에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

이 있다. 즉 FPR 방식 디스플레이에서 먼저측정한집단은

배경 텍스쳐 밀도가 주어지는 조건에서 배경 텍스쳐 밀도

가 깊이 판단 과제에 주는 영향을 쉽게 학습하고 그 결과를

SG 방식 디스플레이 과제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SG 방식

은높은 크로스톡 때문에 배경 텍스쳐 밀도가 자극의 깊이

판단 과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자극과 배경의 대비, 자극과 화면의 시차, 3D 제시 방식, 

디스플레이 제시 순서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F(10, 170) 
= 2.03, p < .05, 그림 6) 역시 SG 방식 디스플레이를 먼저

관찰했을 때 FPR 디스플레이 조건에서 대비 조건에 따른

깊이 판단 정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조건 역시 SG 
방식 디스플레이를 먼저본 조건에서 FPR 방식의 디스플레

이 조건의 깊이 판단 정확률이 높다.
두 상호작용 결과를 종합하면 크로스톡이높은 디스플레

이에서 먼저 과제를 수행할 때 크로스톡이 낮은 디스플레

이에서 먼저과제를 수행할 때 보다 두 디스플레이 사이의

깊이 판단 정확률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따
라서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연속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

의 크로스톡을 가진 디스플레이를 평가할 때 미리 학습시

행을 충분히 가지거나 각 측정 사이에 휴식 시간을 두는

등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종합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자극 특성이 변할 때 물리적 크로

스톡이 실제로 관찰자가 지각하는 크로스톡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자극 특성

이 크로스톡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고

자 하였다. 첫째, 물리적 크로스톡이큰경우에도 안정적으

로 입체감 지각을돕는 자극 특성을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지각된 크로스톡을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물리적 크로스톡이 큰 경우에도 안정적

으로 입체감을 지각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극 특성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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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측정 결과 배경

텍스쳐가 존재하고 (즉 배경 텍스쳐 밀도가 0%가 아니고) 
자극의 화면시차가 낮을 때 상대적 깊이 판단 과제의 수행

이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배경 텍스쳐 밀도

는 그 효과가 크고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실제 크로스톡 감소에 영향을 미친것은 배

경 텍스쳐의 밀도 차이보다 배경 텍스쳐 존재 유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배경 텍스쳐 밀도가 0% 
인 조건과 3% 사이의 깊이 판단 정확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효과 차이도 SG 방식과 FPR 방식 사이의

차이인 4.6%에 비하여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으나 (FPR: 
13.6%, SG: 12.5%) 3% 조건과 40% 조건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배경에 작은 차이라

도 텍스쳐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대상을 배치하면 크로스톡

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텍스쳐의 밀도

가 더커진다고 해도 효과가증가하지않음을 시사한다. 특
히 3% 조건의 경우에도 그 차이가 3D 제시 방식 사이의

차이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화면 시차에 의한 깊이 지

각이 중요한 자극의 경우 자극 자체뿐아니라 배경 텍스쳐

밀도 역시 고려하여 자극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다.
화면 시차는 상대적 깊이에 따라 깊이 판단 정확률에 서

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자극의 화면 시차가 비교차인 경우

SG와 FPR 방식 사이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않았으나, 자극의 화면 시차가 교차 시차인 경우에는 SG
와 FPR 방식 사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3). 보편적으로 3D 영상물을 보면서 기대하는

실감 효과는 자극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상

대적으로 물리적 크로스톡이낮은 디스플레이는 그렇지않

은 디스플레이에 비하여 3D 제시에근본적인 장점을 가진

다. 이는 그림 3에서 나타난 SG 와 FPR 방식 사이의 깊이

판단 정확률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화면 시차가 동

일한 자극이라도 물리적 크로스톡이낮은 디스플레이를 통

하여 제시하는 경우 입체 지각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다.
두 번째 목적은 3D 디스플레이의 크로스톡을 지각적으

로측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 연구의 결과가 두 가지의 시사

점을 줄 수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첫째, 
지각된 크로스톡은 물리적 크로스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3D 제시 방식을 제외하면 다른 자극 특성 (자극

과 배경의 대비,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시차) 사이

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않았다. 이는 자극 특성이 그 자체

로 지각된 크로스톡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물리적 크로스톡은 지각된 크로스톡을 예

측하기 위한 적절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크로스톡

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입체 자극을 구성할 때 지각된

크로스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배경 텍스쳐 밀도, 
자극의 화면 시차)을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
히 자극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3D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크

로스톡이높으면 배경 텍스쳐 밀도를 추가하고, 자극의 화

면 시차 수준을 안전융합영역이내 (양안시차 1°)로 제한

하면 크로스톡이 깊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사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응용될수 있다. 현

재 3D 영상이 다시큰관심을 얻게 된 이유는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시작된 3D 붐이었다. 영화나 게임같은 영상물이

3D로 제시될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높은 실감이나

입체감이며, 시청자들이 반드시 정확한 공간적 관계를 지

각해야 할필요는 없다. 반면에 다른응용 분야에서는 이러

한 정확하고 직관적인 입체 지각정보가 필요하다. 의료 분

야의 영상 시각화나 학습 목적의 그림의 경우 단순한 2D 
영상으로 그 공간적 관계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경우

가많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영상은측정 결과나

본래 대상을 바탕으로 컴퓨터로 생성된 것으로, 쉽게 다양

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생성된 영상에 깊이 수준

을 적절히 재구성하고낮은 밀도의 텍스쳐로 구성되더라도

배경을 넣는 등 다양한 처리를 추가하면 영상이 정확하게

지각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그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기에 부족

한 부분역시 존재한다. 첫째, 몇몇변인의 경우 전체 영역

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않아 그 효과가명확하지 않았

다. 특히 자극과 배경의 대비 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높은

대비 영역에서만측정이 이루어져 대비가 지각된 크로스톡

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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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이 디스플레이 사이에서측정되어 그 수준이명확하지

않았다. 좀더 정확하게 크로스톡의 영향을 확인하려면 크

로스톡이 없는 디스플레이에서 크로스톡을 시뮬레이션하

고 크로스톡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필요하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크로스톡이 서로 다른 두 디스플

레이를 사용하였으며,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크로스

톡 변화에 따른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안경

식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무안경식 3D 제시 방식은 FPR 
방식과 유사한 일종의 공간적 분할 방식이며, 특정 시점에

서 바라보는 경우 양안의 영상이 분리되어 제시된다. 이런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크로스톡이 실

시간으로 변하거나
[19] 입체감이 사라질 수 있다

[20]. 따라서

이런 무안경식 3D 제시 방식에서 나타날수 있는 크로스톡

문제는 본 연구에서 연구한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와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크로스톡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무안경식 디스

플레이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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