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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해상도 양안식 영상에 대한 주관적 화질평가를 통한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서비스의 품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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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안식 3D 비디오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었으며, 그 중 좌우영상으로 상이한 해상도의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혼합 해상도의 양안식 영상을 높은 쪽 영상의 품질에 가깝게 인지하는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비트레

이트 절감 방식이다. 그러나 혼합 해상도 양안식 영상에서 좌우안 영상 해상도 차이가 일정 범위 이상일 경우 3D 영상의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이에 다양한 연구에서 혼합 해상도 양안식 영상의 좌우해상도 차이에 따른 화질 저하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

나, 기존 연구에서는 시청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좌우 영상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실험하였으며 이에 각 연구별로 상이한 실험 결

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고려하여 최적 시청거리를 계산하고, 이에 기반하여 좌우영상 비율 별 주관적

화질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혼합 해상도 영상 기반의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기술이 고품질 3D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for efficient compression of stereoscopic 3D videos. Mixed-resolution based approach is 
one representative bit-rate saving meth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visual system that the mixed-resolution stereoscopic 
videos are perceived close to the higher resolution. However,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right image resolutions is 
bigger than a certain threshold level, it causes the perceived quality degradation of the 3D images. Subsequently, several researches 
tried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in resolution and the level of the perceived quality degradation, but they 
conducted the experiments just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resolution without considering the viewing distances, so thereby 
different results were retrieved from test to test. In this work, we calculated the optimal viewing distance based on the human 
visual system, and conducted the subjective tests with the calculated viewing distance. With the results, we demonstrate that the 
fixed and mobile hybrid 3DTV, which is based on mixed-resolution stereoscopic images, can provide the high quality 3D services.

Keyword : 3DTV, ATSC, mixed-resolution stereo video, stereo video compression

특집논문 (Special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2014년 3월 (JBE Vol. 19, No. 2, March 2014)
http://dx.doi.org/10.5909/JBE.2014.19.2.148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이주영 외 6인 : 혼합 해상도 양안식 영상에 대한 주관적 화질평가를 통한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서비스의 품질 검증 149
(Jooyoung Lee et al. : Quality Verrification of Fixed and Mobile Hybrid 3DTV Services via a Subjective Test of Mixed-resolution Stereoscopic Videos)

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Media Research Laboratory, ETRI)

b)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김진웅(Jinwoong Kim) 
E-mail: jwkim@etri.re.kr
Tel: +82-42-860-6280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한 2014년 정보통신·방송(ICT) 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의 연구결과 중 일부는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Manuscript received January 13, 2014 Revised March 10, 2014 
Accepted March 19, 2014

Ⅰ. 서 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3D 콘텐츠 제작과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실감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양안식 3DTV 비디오의 효율적인 저장 및 압축을 위한 다

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HEVC와 같은

고효율 압축 코덱을 이용하여 압축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 좌우 영상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MVC (Multiview Video Coding)와 같은 표준 기술도 개발

되었다
[2]. 또한 깊이영상을 활용한 3D 영상의 효율적인 전

송 방식도 연구되었다
[3].

비디오코딩을통한 3D 영상압축과는별도로상이한해상도

의좌우영상을이용하여비트레이트를절감하려는연구도함께

진행되고있다. 인간의시각시스템은양안시차억제(Binocu- 
lar Rivalry Suppression)현상에의해혼합해상도의양안식영

상을 높은 쪽 영상의 품질에 가깝게 인지하는 특성이 있다
[4]. 

이에한쪽영상으로고화질영상을사용하고다른영상을일정

정도의저화질영상을이용할경우, 시청자는이를고화질영상

에가깝게인지하므로두개의고화질영상으로이루어진양안

식 3D 영상에비해일정량의비트레이트를절감할수있다. 그
러나좌우영상간의해상도차이가특정한계를넘을경우저해

상도 영상이 양안식 3D 영상의 주관적 화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된다. 따라서특정해상도조합에대해어느정도의주관

적화질저하가발생하는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본연구에

서는 좌영상을 HD급 방송 콘텐츠로 가정하고 우영상을 이동

방송콘텐츠로가정한후, 좌우영상의해상도비율별화질평가

를 수행하여 각 조합의 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본연구의배경이되는

시스템인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시스템을 소개하고

해당시스템의특성인혼합해상도좌우영상에대한주관적화

질 검증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관적화질평가를위한최적시청거리계산방식및실험환경을

기술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하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시스템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시스템은 기존 방송시스

템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

으로 고화질 3D 방송, 고화질 2D 방송, 이동 방송 서비스를

6MHz 한 채널 대역폭 내에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5]. 

북미 지상파 방송 환경에서 방송 스트림은 6MHz의 채널

대역폭을 통해 19.39Mbps의 데이터 전송율로 제공되며, 북
미 지상파 방송사가 이동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6MHz의 채널 대역폭을 분할하여 고정형 고화질 2D 방송

스트림과 이동 방송 스트림을 전송한다. 이와 같은 방송 환

경에서 고정 및 이동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미 방송사

가 3DTV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고정 및 이동 방송

스트림으로 구성된 채널에 부가영상 스트림 전송을 위한

대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3D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가영상용 대역을 할당할 경우, 가용한 기존 2D 영상

스트림의 데이터 전송률을 낮추게 되므로 영상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3D 방송의 품질 뿐만 아니라 기존 고화

질 2D 방송의 시청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시스템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한 쪽 영상 스트림을 기존의

고화질 2D 방송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다른 쪽 영상 스트

림을 이동 방송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부가적인 대역폭

할당 없이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3DTV 서비

스를 제공한다.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시스템의

좌우영상을 구성하는 고정 및 이동 방송 스트림은 ATSC 
A/53[6] 및 A/153[7] 규격에 따라 전송되며, 이는 기존 고정

및 이동 2D 방송 수신 기기들과의 호환성을 보장한다. 북미

지상파 표준화 단체인 ATSC는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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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시스템 개념도
Fig. 1.  Concept of fixed and mobile hybrid 3DTV broadcast system

방송시스템에 대한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 규격은 현재 A/104 Part 5 표준의 Candidate Standard 
단계로 2015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시스템은 HD 급 이상의

고정 방송용 고화질 영상과 SD 급 이하의 이동 방송용 저

화질 영상을 3D 서비스를 위한 좌우영상으로 이용하기 때

문에 좌우영상 간에 해상도 차이가 발생한다. 사람이 두 눈

을 통해 해상도가 다른 좌우안 영상을 보는 경우 두뇌는

양안 시차 억제 (Binocular Rivalry Suppression) 현상에 의

해 높은 해상도에 가깝게 입체영상을 인지하므로, 일반적

으로 혼합 해상도 양안식 영상은 시청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는 상기 양안 시차 억제

현상에 기반하여 고품질 3D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혼합 해상도 영상에서 좌우영상의 해상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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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관적 화질 평가를 위한 최적 시청거리
Fig. 2. Illustration of optimal viewing distance for the subjective quality assessment

커질 경우 저화질 영상이 3D 영상 품질에 점차 영향을 미치

게 된다
[8]. 다양한 연구에서 혼합 해상도 3D 영상의 좌우해

상도 차이에 따른 화질 저하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

루어졌으나
[8][9][10], 기존 연구에서는 시청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좌우 영상의 해상도 차이만 고려하여 실험하였

으며 이에 따라 각 연구별로 상이한 실험 결과가 도출되었

다. 즉 [8], [9], [10]의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해상도 차이

가 수용 가능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비대칭 영상의 주관직

화질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각각 2.1-2.4H, 4H, 3.3H의 거리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4H의 시청거리를 사용한 [9]의 연

구에서는 1/4 (가로 및 세로 해상도 기준) 해상도의 저화질

영상을 사용한 양안식 영상의 경우에도 좌우영상으로 원영

상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슷한 주관적 평가 결과를 얻은 데

반해, 2.1-2.4H의 시청거리를 사용한 [8]의 연구에서는 1/4
해상도의 저화질 영상을 이용한 경우 원영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확연히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시청거리는 비대칭 해상도 양안식 영상의 주관적 화질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고

려하여 최적 시청거리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좌

우영상 해상도 비율 별 화질평가를 수행하였다.

Ⅲ. 주관적 화질평가

비대칭 좌우영상의 주관적 화질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청 거리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고해상도의 좌

영상과 저해상도의 우영상으로 구성된 양안식 3D 영상에

대한 주관적 화질평가를 수행하였다.

1. 최적 시청거리 계산

영상의주관적화질평가에널리사용되는 ITU-R BT.500[11] 
또는 ITU-T P.910[12]

의 경우, 시청 거리에 대한 엄격한 기

준이 없다. 이에 비대칭 영상의 화질평가에 대해 연구한

[8],[9],[10]에서는 실험 디스플레이의 세로 길이를 기준으

로 각각 2.1-2.4H, 4H, 3.3H의 시청거리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먼 시청거리를 사용한 연구일수록 좋은 평가 결과

를 얻었다. 이는 시청 거리가 길어질수록 영상의 디테일을

감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좌우영상의 해상도 차이가 주관

적 화질에 미치는 영향도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

상 디테일의 유실에 따라 피실험자가 좌우 해상도의 비대

칭 정도를 실제보다 낮게 인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

청거리는충분히 가까울 필요가 있다. 반면 시청거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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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가까워질 경우, 시청자가 인지하는 고화질 영상의

품질 저하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청 거리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즉
피실험자가 인지하는 좌우영상 해상도의 비대칭 정도와 고

화질 영상의 품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최적 시청거리

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림 2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 시청거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min

× tan





× tan



 


 (1)

VD: Viewing Distance

DHS: Display Horizontal Size (in length)

DVS: Display Vertical Size (in length)

PW: Picture Width (in pixels)

PH: Picture Height (in pixels)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인간의 시각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비대칭 영상의 주관적 화질평가를 위한 최적 시

청거리를 계산하였다. 식 (1)에서 최적 시청거리는 정상적

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시야각을 기반

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최소 시야각은 인접한 두 개의 분리

된 빛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상적인 시력은 1.0의 시력(유럽의 20/20 또는 미국의 6/6 
시력과 동일)으로 가정하였으며

[14][15], 최소 시야각은 시력

1.0인 사람의 최소 시야각인 1 분각(arcminute; 1/60도)으로

산정하였다
[13]. 즉 고화질 영상 내 구성 픽셀 간의 거리가

피실험자의 1분각 시야에 매칭되는 거리를 최적 시청거리

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화질 영상의 품질을 유지하

면서도 피실험자로 하여금 좌우 해상도 차이를 충분히 인

지하도록 하였다. 식(1)에서 PW와 PH는 각각 고화질 영상

의 가로해상도외 세로해상도를 의미하고 DHS와 DVS는
각각 디스플레이 고유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의미한

다. 식(1)에서 디스플레이 고유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영상의 가로해상도 또는 세로 해상도로 나눈 값은 영상을

구성하는 각픽셀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값을 tan(1/60)
로 나누어서 최적 시청거리를 계산한다. 식(1)에서 가로축

또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 중 최소값을 선택하는

그림 3. 최적 시청거리 산정을 위한 영상 해상도 및 디스플레이 사이즈 예
(55인치 디스플레이, HD 영상콘텐츠)
Fig. 3. Examples of the image resolution and the display size for the 
calculation of optimum viewing distance

것은 영상 해상도의 종횡비와 디스플레이 사이즈의 종횡

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 더 가까운 거리를

시청거리로 선택하는 것이 좌우영상 해상도 차이에 따른

효과를 더 명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은 55
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출력되는 높은 쪽 해상도 영상이

디스플레이

대각 사이즈

(inch – cm)

디스플레이

가로 사이즈

(cm)

영상

가로 사이즈

(pixels)

최적

시청거리

(cm)

32 – 81.28 70.84
1280 190.2622
1920 126.8415
3840 59.45695

42 – 106.68 92.98
1280 249.7192
1920 166.4795
3840 78.03725

55 – 139.7 121.76
1280 327.0132
1920 218.0088
3840 102.1916

60 – 152.4 132.83
1280 356.7417
1920 237.8278
3840 111.4818

80 – 203.2 154.97
1280 475.6556
1920 317.1037
3840 148.6424

100 – 254 177.10
1280 594.5695
1920 396.3797
3840 185.803

120 – 304.8 221.38
1280 713.4834
1920 475.6556
3840 222.9636

표 1. 디스플레이 사이즈 및 영상 해상도에 따른 최적 시청거리 예
Table 1. Examples of optimal viewing distance according to display 
sizes and image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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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nd (b) BMX

(c) Musicians (d) Poker

그림 4. 주관적 화질평가용 테스트 시퀀스 스냅샷
Fig. 4. Snapshots of the test sequences for the subjective quality assessment

HD(1920x1080)인 경우의 식(1)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1 은 식 (1)에 따라 계산된 디스플레이

사이즈 및 영상 해상도에 따른 최적 시청거리 예를 나타낸

것이다.

2. 실험 환경

실험을위해그림 4와같이네개의테스트시퀀스(“Band”, 
“BMX”, “Musicians”, “Poker”)를 이용하였다. 테스트 시퀀

스는 표 2와 같이 1920x1080 사이즈로 구성되었으며, 10초
짜리 영상 하나와 8초짜리 영상 셋으로 구성되었다. 각 시

퀀스의프레임레이트는 29.97 fps였다. 영상의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 ITU-T P.910 권고안
[12]
에 따라 영상의 공간 인지

정보(SI; Spatial perceptual information)과 시간 인지 정보

(TI; Temporal perceptual information) 값을 계산하였으며, 
권고안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다양한 공간 및 시간 인지

정보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화질 평가에서 네 시퀀스의

 

그림 5. 테스트 시퀀스의 시간 및 공간 인지 정보
Fig. 5. Temporal and spatial perceptual information of the test se-
quences

 

좌영상은 1920x1080 해상도의 원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우
영상은 830x480, 640x368, 416x240 세 가지 해상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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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사이즈 길이
프레임

레이트

SI
(Spatial perceptual Info.)

TI
(Temporal perceptual Info.)

Band 1920 x1080 10s 29.97 52.0512 22.7111

BMX 1920 x1080 8s 29.97 54.9013 38.202

Musicians 1920 x1080 8s 29.97 106.2738 28.6297

Poker 1920 x1080 8s 29.97 75.9937 15.2199

표 2. 테스트 시퀀스 정보
Table 2. Test sequence information

 480p, 360p, 240p)로 다운스케일링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우영상 해상도는 ATSC A/153 이동 방송 규격을

사용하는 북미 이동 방송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상

포맷이다. 각 테스트 시퀀스에 대해 레퍼런스클립 영상을

포함한네개의 테스트클립을 생성하여총 16개의테스트

클립에 대한 주관적 화질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디스플

레이는 55인치 LG 3D 디스플레이(55LM9600)를 사용하였

으며, 시청거리는 식(1)의 계산에 따라 218Cm (3.18H)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DSIS (Double Stimulus Impairment 
Scaling)[11]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일관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테스트 영상의 재생 이전에 훈련영상을 재생하

였다. DSIS에서는 좌우 원영상으로 구성된 레퍼런스 클립

과테스트 대상클립을 번갈아가며 한번 씩평가자에게 보

여준 후, 테스트 영상의 화질열화 정도를 다섯등급으로 평

가하도록 한다. 실험에는 전체 23명의 평가자가 참여하였

으며, 평가자의 평균 나이는 34.6세였다. 19명의 평가자는

좌우시력이 동일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은 좌안 시력이, 
1명은 우안 시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평가자의 평균

시력은 0.94로앞서언급한 정상적인 시력인 1.0 시력에매

우 근접하였다.

3. 실험 결과

그림 6은 비대칭 영상의 주관적 화질평가 결과인 MOS 
(Mean Opinion Score)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을 나타낸

다. 그림 6에서 좌우영상 모두 원영상을 사용한 레퍼런스

클립과 우영상으로 480p 다운스케일링영상을 사용한테스

트 클립은 모든 테스트 시퀀스에 대해 거의 동등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즉 480p 해상도의 우영상을 사용한클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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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관적 화질평가 결과
Fig. 6. Test results of the quality assessment

경우 양안 시차 억제 현상에 따라 좌우 해상도 차이로 인한

영상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360p 
해상도의 우영상을 사용한 클립의 경우 레퍼런스 영상 클

립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평가자

들이 360p 우영상 사용에 따른 좌우 화질 차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360p 우영상을 사용한 테

스트 영상의클립도 대부분 MOS 4.0 또는 그 이상의 양호

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240p 해상도의 우영상을 사용한테

스트 클립의 경우 테스트 시퀀스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큰

평가 결과를 얻었다. 특히 높은 SI 값을 가진 “Musicians”와
“Poker”의 경우 레퍼런스클립에 비해 확연히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반면 낮은 SI 값을 가진 “Band”와 “BMX”의 경

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높은 TI 값을

갖는 “BMX”의 경우 240p 해상도의 우영상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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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레퍼런스 영상과 거의 동등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이는 영상의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평가자가 좌우

화질 차이를 느끼기힘든것으로 유추된다. 즉, 비대칭 해상

도 양안식 영상에서 좌우영상의 해상도 차이가클경우, 시
간복잡도가 낮고 공간복잡도가 높을수록 피실험자가 인지

하는 화질 저하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실험 결과

를 종합하면 HD 영상과 480p 영상을 양안식 3D 영상의

좌우 영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개의 HD 영상을 사용한

양안식 3D 영상 대비 주관적 화질 저하가 없으므로 고품질

3D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HD와 240p 영상

을 사용한 경우 시간복잡도가 높고 공간복잡도가 낮은 일

부 시퀀스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고려하여 혼합 해

상도 양안식 영상의 주관적 화질평가를 위한 최적의 시청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좌우영상의 해상도 비율

별 화질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좌영상을 고정형 HD 방송

콘텐츠로 가정하고, 우영상을 이동 방송 콘텐츠로 가정함

으로써, 실험 결과가 향후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방송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관적 화질평가를 수

행한 결과, HD 해상도의 고화질 영상과 480p 해상도의 다

운스케일링영상을 양안식 영상의 좌우영상으로 이용할 경

우모든테스트 시퀀스에 대해매우 우수한 주관적 화질평

가 결과를 얻었으나, 반면 240P 해상도의 우영상을 이용하

는 경우움직임이 적고 복잡한 영상일수록 좌우 영상 비대

칭 해상도에 따른 주관적 화질 저하가더크게 발생하였다.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기술은 향후 360p 또는 480p 
이상 해상도의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여 고품

질의 3D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불어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고정 및 이동 융합형 3DTV 서비

스를 구성하는 방송 서비스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데에 중

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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