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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3D 상 시청에 해 시각피로도와 연 이 있는 요소와 향을 주

는 요소들에 해 경험  데이터를 기반하여 지속 으로 밝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향을 미치는 요소와 맞

물려 실제로 시청자가 느끼는 피로감과 연계하여 측정된 자료는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가 느끼는 

자각  피로도에 따른 시기능  데이터인 IPD, AC/A비, 그리고 사 도와 그 변화량에 미치는 향  상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자각  피로도의 기술통계량 수 6.00±3.88 에 기 하여 피로도 수 합계 0 ∼6 을 피로 

미호소 그룹, 7 ∼16 을 피로 호소 그룹으로 분류하 다. 실험 결과 자각  피로도별 상 만족도, IPD, 원거리 

사 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 AC/A비가 높게 나타났고, 피로 호소 그룹에서는 근

거리 사 도가 높게 나타났다. 3D 상 시청 이후에서는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 더 높은 외사 도 증가 경향을 나

타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상 계에서 AC/A비와 근거리 사 도가 3D 상 시청 시 느끼는 자각  피로도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D 상 시청 시 두 데이터에 기반하여 피로도를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제작 시에도 피로도 경감 차원의 주요한 근거 데이터로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Key Words : 3D display, Subjective fatigue, IPD, AC/A, Phoria

ABSTRACT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theoretical evidence and based on the empirical data have been constantly 

revealing related factors affecting visual fatigue in viewing 3D images. however, the measurement data coupled 

with the factors that affect the viewers to feel fatigue is insufficient. this study research that the viewers feel the 

visual functional data is based on subjective fatigue such as IPD, AC/A ratio, and the degree of phoria and the 

effects on variance in these data,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data. based on the average score of 

subjective fatigue which is 6.00±3.88, total fatigue points from 0 up to 6 is classified as a group not appealing 

for the fatigue and from 7 up to 16, they were classified as the fatigue appealing group. the results showed no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the images by each subjective fatigue, IPD and far phoria. AC/A ratio was higher 

from the fatigue not appealing group, near phoria was higher from the fatigue appealing group. after watching 3D 

images, the fatigue not appealing group showed a tendency of higher increase of exophoria. correlations appeared 

in this experiment showed that AC/A ratio and near phoria are closely related to level of subjective fatigue 

which feel when watching 3D images. when watching 3D images based on two data appear to be able to predict 

the fatigue, even during content production fatigue reduce the data dimensions to be used as the main basis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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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차원(3D) 상은 일반 2D 상과는 달리 서로 

다른 두 이미지의 차이를 뇌에서 감각성융상을 통

하여 보여지는 이미지이므로 에서 작용되는 기본 

로세스가  다르다. 인간의 은 동공간거리에 

비례하여 양안 주시시차에 의해 우안과 좌안이 각

각 다른 상이 맺히므로 이를 뇌에서 융상하는 과정

을 통해 입체시를 느끼게 된다. 양안시(binocular 

vision)의 목 은 단안시에서 갖는 시각  특성과 

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있다. 그  입체시 능력은 

양안시 고유의 깊이 지각에 여하는 고도 정 한 

감각으로써 인간이 갖는 시각능력  가장 높은 단

계이며 3D 상을 통한 입체시도 정상 인 감각성

융상과 운동성융상을 통해 인지되는 시생활의 최상

 단계이다.

상 시청 시에 나타나는 조 반응은 우리 에

서 화면까지의 거리에 상응하여 반응하고 폭주는 

화면으로부터 보여지는 융상된 이미지에 근거하여 

반응하게 된다. 즉, 우리의 일상 시생활과 같은 메

커니즘으로 반응하는 2D 상과 비교했을 때 이 조

과 폭주의 불균형이 3D 상 시청 시 피로감을 

유발시키게 된다
[1-2]

.

많은 연구들에서[3-6] 생리, 기하학  구조 근과 

경험  데이터를 통해 3D 상 시청 시 향을 미

칠 수 있는 시기능  요소를 지속 으로 밝 내고 

있지만, 이론 인 내용에 근거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는 과 맞물려 실제로 시기능 으로 여러 형태

의 변수를 지니고 있는 시청자의 실제  반응을 통

한 임상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청자 개개인

은 고유한 시기능 데이터에 기반하여 같은 3D 입체 

상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느끼는 입체감은 다를 

수 있으며, 다르게 느껴지는 입체감에서 나타나는 

시각  피로도 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총 5가지 항목으로써 상만족도, IPD, 

AC/A비, 사 도, 사 도 변화량을 비교하 다. 객

 데이터 비 시청자가 실제로 느끼는 자각  

피로도와의 상 계를 상만족도 항목을 통해 알

아보고자 하 고, 인간의 여러 시기능 라미터  

선행연구
[5-8]

에서 3D 입체 상 시청 시에 나타나는 

깊이감과 피로도에 직 인 연 과 향을 미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시기능항목  

CA/C비의 경우는
[9-10]

 검사의 특성상 무조 상태의 

유지 불안정과 긴장성이향의 흡수로 인해 여러 연

구 결과에서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

한 시청에 의한 향만을 나타내고 1.0 m 거리의 

·근거리 시청이라는 에서 AC/A비를 본 실험의 

항목으로 결정하 다. 3D 상 시청을 통해 나타나

는 피로감은 2D 상 시청에서 보이는 피로형태와

는 다른 맥락의 근이 필요하며, 휴먼팩터 요소는 

앞으로의 3D 상 산업의 발  측면에서 콘텐츠 요

소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요한 트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검사자의 자각  피로도 수에 

기반하여 시기능 데이터와의 상 계를 분석하고 

특정 시기능자에 한 시청 권고안의 참고지표를 

제시하고자 하 다.

Ⅱ. 상  방법

2.1. 연구 상

피검사자는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  연구동의

서(부록)에 동의하고 3D 입체 상 시청이 가능한 

20 ∼40 (평균 연령 23.9±3.93세)의 특별한 안과

 질환, 신질환이 없고 Worth 4 dot 검사상 억

제가 없으며, 교정시력이 0.8 이상 나오는 학생 

50명(남 30명, 여 2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2.2. 방법

피검사자는 실험에 참여하기 에 문진을 통하여 

실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하 다. 

시청  기본 굴 검사(IPD 측정 포함)를 실시하여 

교정시력을 맞추었다. 3D 상 시청  사 도를 

측정하고 시청이 종료된 직후에 다시 사 도를 측

정하여 변화량을 찰한 후, 자각  피로도검사(설

문조사)를 시행하 다. 굴 검사와 사 도 검사는 

포롭터(CV-3000, Topcon, Japan)와 투사형시표

(ACP-8, Topcon, Japan)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3D 상 장비는 편 방식(film 

patterned retarder, FPR)의 32인치 TV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상은 3D 상에 합한 장르

로써 콘서트, 연극, 스포츠, 액션 화라는 과
[11-12]

 

선행연구[13-14]와의 연계성을 해 ‘아바타(Avata, 

U.S.A., 2009)’를 선택했다.

시청시간 는 이
[15]

의 연구에서 시행했던 20분 

시청과 40분 시청 간의 비교를 기 하여 충 시간

인 30분으로 정하 다. 시청거리는 ISO 9241-300

에서 제시한 거리에서 거리 자극을 1 D로 맞추기 

해 0.3 m를 뺀 1.0 m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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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포롭터 컨트롤러, 포롭터 헤드 (b) 시력 
검사표
Fig. 1. (a) Phoropter controller, Phoropter head (b) 
Visual acuity test chart

2.2.1. 자각  피로도 검사

시청 직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검사자의 자각  

피로도를 측정하 다. 설문조사 항목에는 ‘3D 상

에 한 만족감’, ‘심리 인 불편감’, ‘신체  피로’, 

‘두통 증세’, ‘안구 피로’ 로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

다. 각 증상은 자각정도에 따라 4  Likert 척도

를 사용하여 “매우 아니다” 0 에서 “매우 그 다” 

4 까지 수화하 으며, 피로도 수의 총  16  

 기술통계량 수 6.00±3.88 을 기 으로 0 ∼6

은 피로 미호소 그룹, 7 ∼16 은 피로 호소 그

룹으로 분류하 다.

표 1. 자각  피로도 설문조사
[16]

Table 1. Subjective fatigue survey

Questions

3D watching-related satisfaction

Psychological discomfort

Physical fatigue

Headache

Ocular fatigue

Highly negative 0

Negative 1

Neutral 2

Positive 3

Highly positive 4

표 2. 피로도 수에 따른 피검사자의 분포도
Table 2. Distribution of fatigue degree score

Score 0 1 2 3 4 5 6

Num  

 ber
5 2 3 4 5 4 7

Score 7 8 9 10 12 13 15

Num  

 ber
2 4 5 3 3 2 1

2.2.2. 동공간거리 측정
[17]

(Interpupillary distance, IPD)

IPD미터기(IPD-5, Topcon, Japan)를 사용하 고, 

원거리 IPD와 근거리 IPD 모두 양안 IPD로 설정

하여 측정하 다. 동공연을 기 으로 원거리 IPD는 

∞에 설정하고, 근거리 IPD는 0.4 m에 설정하여 측

정하 다.

그림 2. IPD 미터기(IPD-5, Topcon, Japan)
Fig. 2. IPD meter(IPD-5, Topcon, Japan)

2.2.3. 조 성폭주비 측정

(Accommodative convergence /

Accommodation, AC/A ratio)

1디옵터(D) 조 자극을 가했을 때의 조 성폭주

의 크기로 정의한다
[18]

. 단 는 ‘△/D’를 사용한다.

(1△ = 0.573°)

AC/A비는 계산 AC/A비(Calculated AC/A ratio)

와 경사 AC/A비(Gradient AC/A ratio)로써 2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와 근

거리의 거리차에 한 사 도를 통해 결정하는 계

산 AC/A비를 사용하 다[19].



      

   ∆    ∆ 
 

(1)

2.2.4. 사 도 검사

사 검사는 연합사 검사와 비연합사 검사로 나

어 진다[20]. 연합사 검사는 사 시표에 양안이 동

시에 주시할 수 있는 이나 십자표시가 있어 흔히 

눔 역 내에서의 좌우안  편 량 측정에 이용된

다. 이에 반해 비연합사 검사는 사 시표 상에 좌

안과 우안이 동시에 주시할 수 있는 목표물 없이 

좌우안이 완 히 분리된 상태로 검사하는 방법이며, 

본 실험에 사용된 von Graefe법은 비연합사 검사

방법에 해당이 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데이터에 차

이가 있으며 일반 으로 양안동시고시 이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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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 검사가 비연합사 검사 보다 사 도값이 작게 

나타난다. von Graefe법을 사용하여 원거리 완 교

정 상태에서 우 안에 12△ 기 내방(base in, B.I), 

비우 안에 6△ 기 상방(base up, B.U)을 장입하여 

검사하 다. 원거리 검사는 5.0 m, 근거리 검사는 

0.4 m에서 시행하 으며 검사순서는 원거리 사 , 

근거리 사  순으로 검사하 다.

그림 3. von Graefe법 검사 흐름
Fig. 3. von Graefe method test flow

2.2.5. 연구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Ver. 18.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의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
[21]

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95%

의 신뢰구간을 두고 p<0.05일 때 통계 으로 유의

성이 있다고 단하 다.

Ⅲ. 결  과

3.1. 자각  피로도에 따른 상 만족도

자각  피로도에 따른 상 만족도의 분류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는 설문조사 기술통계량 수 

2.63±0.76 , 피로 호소 그룹에서는 2.35±0.99 으

로 미호소 그룹에서 더 높은 상 만족도 수를 

나타냈다. T-검정에서는 t=1.141, p=0.26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자각  피로도에 따른 IPD
자각  피로도에 따른 IPD의 분류에서 피로 미

호소 그룹에서는 기술통계량 63.53±2.72 mm, 피로 

호소 그룹에서는 63.30±4.01 mm로 두 그룹 사이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통계 으로도(t=0.245, 

p=0.807)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3. 자각  피로도에 따른 AC/A비

자각  피로도에 따른 AC/A비의 분류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는 기술통계량 4.90±1.68 △/D, 피

로 호소 그룹에서는 3.51±1.47 △/D로 미호소 그룹

에서 더 높은 AC/A비를 나타냈다. T-검정에서는 

t=3.004, p=0.004로 통계 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3.4. 자각  피로도에 따른 사 도와 시청 직후 

사 도 변화량

자각  피로도에 따른 원거리 사 도의 분류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는 기술통계량 –2.75±2.41 

△, 피로 호소 그룹에서는 –2.20±2.08 △로 미호소 

그룹에서 더 높은 원거리 사 도를 나타냈다. T-검

정에서는 t=-0.834, p=0.408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각  피로도에 따른 근거리 사 도의 분류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는 기술통계량 -6.45±4.83 △, 

피로 호소 그룹에서는 –9.25±4.24 △로 호소 그룹

에서 더 높은 근거리 사 도를 나타냈다. T-검정에서

는 t=2.107, p=0.04로 통계 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자각  피로도에 따른 원거리 사 도 변화량의 

분류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는 기술통계량 –

0.65±1.49 △, 피로 호소 그룹에서는 –0.40±1.17 

△로 미호소 그룹에서 더 높은 원거리 사 도 변화

량를 나타냈다. T-검정에서는 t=-0.631, p=0.53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각  피로도에 따른 근거리 사 도 변화량의 

분류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는 기술통계량 

-1.77±1.52 △, 피로 호소 그룹에서는 -0.58±1.04 

△로 미호소 그룹에서 더 높은 근거리 사 도 변화

량를 나타냈다. T-검정에서는 t=3.057, p=0.004로 

통계 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표 3. 피로 미호소 그룹과 피로 호소 그룹의 시기능 항목별 
비교 (N=50)
Table 3. Comparison of visual function items on not 
complained fatigue and complained of fatigue group (N=50)

Not 

complained

fatigue (n=30)

Complained 

fatigue (n=20)

Mean±SD Mean±SD

Watching 

satisfaction
2.63±0.76 2.35±0.99

IPD 63.53±2.72 63.30±4.01

AC/A ratio 4.90±1.68 3.51±1.47

Far phoria -2.75±2.41 -2.20±2.08

Near phoria -6.45±4.83 -9.25±4.24

Far phoria 

variation
-0.65±1.49 -0.40±1.17

Near phoria 

variation
-1.77±1.52 -0.5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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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value

Watching 

satisfaction
1.141 0.260

IPD 0.245 0.807

AC/A ratio 3.004 0.004

Far phoria -0.834 0.408

Near phoria 2.107 0.04

Far phoria 

variation
-0.631 0.531

Near phoria 

variation
-3.057 0.004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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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각  피로도에 따른 상 만족도(* : p<0.05)
Fig. 4. Watch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jective
fatigue(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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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각  피로도에 따른 IPD(
*

: p<0.05)
Fig. 5. IPD according to subjective fatigue(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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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각  피로도에 따른 AC/A비(* : p<0.05)
Fig. 6. AC/A ratio according to subjective fatigue(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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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각  피로도에 따른 원·근거리 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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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Fig. 7. Far and near phoria according to subjective 
fatigu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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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각  피로도에 따른 원·근거리 사 도 변화량
(

*
: p<0.05)

Fig. 8. Far and near phoria according to subjective 
fatigue
(

*
: p<0.05)

Ⅳ. 고  찰

본 논문은 3D 상 시청 이후 피로 미호소 그룹

과 피로 호소 그룹 간의 변화된 시기능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여 자각  피로도와 시기능 데이터 

간의 연 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자각  피로도에 따른 상 만족도에서 피로 미

호소 그룹이 피로 호소 그룹 보다 높은 수 를 

나타냈지만 통계 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 만족도는 개인별 흥미유발도에 따라 크게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각 으로 느끼는 피로도와는 

별개의 특성으로 간주되어진다.

자각  피로도에 따른 IPD의 분류에서 피로 미

호소, 호소 그룹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5,6]에서 3D 상에 한 기하학  해석과 경험

 데이터를 통하여 동일한 상시차 내에서 IPD의 

크기에 따라 느끼는 입체감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

하 다. IPD가 작을수록 근치감으로 인한 입체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조 과 폭주의 더 

큰 불균형의 발생을 나타냄으로 피로도가 높아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연령  별의 비

교가 아닌 같은 연령 의 피검사자 내에서의 분류

라는 한계 이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의 한 요인

으로 단된다.

자각  피로도에 따른 AC/A비에서는 피로 미호

소 그룹이 피로 호소 그룹보다 더 높은 AC/A비를 

나타냈으며, 통계 인 유의성도 나타났다. 3D 상 

시청은 두 상시차에 해 의 융상을 통하여 폭

주와 개산을 유도한다. AC/A비가 높아질수록 조

자극에 한 의 버 스량이 높아지므로, 3D 상 

시청 시 상시차로부터 받는 융상 자극에 더 유연

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평균 

비 높은 AC/A비 피검사자에서 더 낮은 피로도를 

나타낸 요인으로 단되며 동일한 3D 상 시청 시 

AC/A비가 높은 시청자가 더 편안한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3D 입체 상은 일상에서 느끼는 시생활과 달리 

조 과 폭주의 균형 변동 자극에 지속 으로 노출

되어 AC/A비의 안구운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청자 개개인의 시기능능력에 따

라 허용되는 범 가 다르므로 시청 피로도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
[7]
에서 AC/A비가 높아

질수록 상시차 자극에 한 융상한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igh AC/A는 내편  증상

과 폭주과다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시기능  측면에

서 무조건 인 안정된 시생활 만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high AC/A비에 하여 3D 상 시청에 

국한되어 정의 내리는 것은 여러 에서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자각  피로도에 따른 원거리 사 도에서는 피로 

미호소 그룹이 피로 호소 그룹보다 더 높은 사 도

를 나타냈지만, 통계 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원거리 사 도의 변화량에서도 피로 미호소 그룹이 

피로 호소 그룹보다 미세하게 더 높은 외사 도 증

가 경향을 나타냈지만, 통계 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근거리 사 도에서는 피로 호소 그룹이 피

로 미호소 그룹보다 더 높은 사 도를 나타냈으며 

통계 인 유의성도 나타났다. 근거리 사 도 변화량

에서는 피로 미호소 그룹이 피로 호소 그룹보다 더 

높은 외사 도 증가 경향을 나타냈으며 통계 인 

유의성도 나타났다. 시청거리의 요인으로 원거리 사

도보다 근거리 사 도가 더 큰 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이며, 같은 시청 조건에서 사 도의 유무와 정

도에 따라 상시차로부터 요구되는 버 스량이 다

르게 나타난다. 사 도가 클수록 안정피로의 높아짐

을 보인 김
[8]
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사

도가 높을수록 상 시청을 해 요구되는 융상성

폭주량의 증가가 피로요인과 상 계로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사 도의 변화량 비교에서 원거리, 근거리 사

도 모두 외사  증가 경향을 나타냈고, 사 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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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근거리 사 도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

과 호소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D 

상 시청 후 외사 도의 증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8,22-23]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시청 직후 외사 도 증가 경향을 보 는데 

피로 미호소 그룹에서 더 높은 증가량을 보 다. 피

로 미호소 그룹에서 호소 그룹보다 더 작은 사 도

로 인해 시청 직후 외사 도 증가 측면에서 더 민

감하게 반응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한 사

안에서의 안정피로는 개인별 융상여력
[24]

과 한 

련을 가지고 있다. 3D 상 시청은 고정된 거리

(조 자극)에 해 상시차에 따라 폭주와 개산에 

한 버 스 정도가 각 구간 별로 다르게 나타나 

시청하는 동안 지속 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같은 상조건에서 사 도가 높으면 더 많

은 버 스가 요구되어 피로 호소 그룹이 미호소 그

룹보다 사 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각각의 시기능 데이터들을 자각  피

로도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 다.

AC/A비의 분석에서 피로 미호소 그룹이 호소 그

룹보다 더 높은 AC/A비를 나타냈다. 3D 상의 특

성 상 지속 인 안구운동 자극에 해 AC/A비가 

높을수록 상으로부터의 자극에 더 유연하게 반응

한 것으로 단된다.

사 도의 비교에서 자각  피로도에 따른 원거리 

사 도와 원거리 사 도 변화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근거리 사 도의 비교에서 피로 

호소 그룹이 미호소 그룹보다 더 높은 사 도를 보

고 근거리 사 도 변화량에서는 피로 미호소 그

룹이 호소 그룹보다 더 높은 외사 도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시청거리로 인해 원거리 사 도보다 근거

리 사 도에 더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되며 사

도가 높을수록 자각  피로도 한 높아지는 경향

을 보 다. 상의 특성에 따라 근치감으로 인해 조

반응 비 더 과한 폭주가 발생하기도 하며, 원치

감으로 인해 덜한 폭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상을 시청하는 동안에는 지

속 으로 안구운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의 피

로도 향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요인이

다. 이 요인의 근거로써 본 실험의 결과 상 시청 

직후 외사 도 증가 경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이론과 경험 으로 정립이 

된 3D 상 시청의 향인자를 통하여 실제 시청자

가 느끼는 피로도를 알아보고 각 시청자가 갖는 고

유 시기능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청자가 느낄 수 있

는 피로 정도를 측하는 참고지표 자료를 제시하

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상 만족도는 자각  피로도보다 

상에 한 개인별 흥미 유발도에 크게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기능 데이터를 비롯한 다

른 객 인 데이터와는 별도로 콘텐츠  측면을 

통하여  다른 맥락의 피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 다. IPD의 경우 3D 상 시청 시 입

체감 지각 수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에서는 자각  피로도

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추후 연구에

서 연령 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한 피로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CA/C비에 한 선행

연구에서 CA/C비에 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보다 

조 력이라는 과, 조 반응검사 상 CA/C비가 높

을수록 시청 불편감이 더 클 것이라는 을 착안하

여 본 논문실험의 설계를 통한 추가 인 실험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AC/A는 높을수록, 사 도는 낮을수록 실제 느끼

는 자각  피로도가 낮아 더 쾌 한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각  피로도가 낮은 그룹에서 시

청 직후 외사 도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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