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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기술은 초기의 붐 이후 점차 느리게 확산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현재 3D 입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주

로 안경을 사용하며 그 때문에 사용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안

경식 디스플레이가 아닌 휴대용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기존에 잘 연구되지 않았던 지각적 크로스톡과 입체 시각 피로

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형화 하였다. 그 결과 휴대용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라 지각되는 크로스톡이 체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된 크로스톡은 화면 중심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좌/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런 변화 경향성은 입체 시각 피로 및 불편감 측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안경식 디스플레이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각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3D technology has been spread slowly and the reason would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most commercialized 3D displays 
require 3D glasses.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on human factors of glass type 3D display. In this study we measured and 
modeled crosstalk as well as 3D visual fatigue induced by mobile glassless 3D display. Crosstalk as well as visual fatigue varied 
depending on horizontal position of the 3D mobile display. Measured crosstalk was relative low around the center of the display 
and it increased at the side of the display. Similar results were found in the measurement of 3D visual fatigue and discomfort. 
These results imply that human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sign and evaluation of mobile 3D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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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화 아바타가 3D 기술을 대중에게 다시 소개한 이후, 
3D 입체 영상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꾸
준한 3D 영화의 출시와 기존 영화의 3D 재개봉으로 인하

여 3D 입체 영상은 이제 대중들에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되었다. 영화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3D TV가 꾸준히 보급되어 3D 콘텐츠를 집에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3D 디스플레이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3D 
입체 영상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상 관련 콘텐츠는 여전

히 2D 영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3D 콘텐츠의 보급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는 기존의 2D 

콘텐츠 제작에 비하여 3D 콘텐츠 제작은 더 많은 자본과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D 콘텐츠 제작

은 촬영 장비를 3D 촬영장비로 바꾸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3D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실감나는 3D 
입체 영상을 제작하려면 다양한 제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

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

다
[1]. 또한 이미 촬영한 영상을 3D로 변환하는 것 역시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유사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

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3D 콘텐츠는 주로 영화 분야에서

제작되고 있는데, 영화는 본래 많은 자본과 높은 수준의 기

술을 사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3D 영상 매체의 확산을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기술

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3D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본질적으로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보는 관찰자의 양 눈에 서로

다른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시판되는 많은 3D 디스

플레이들 화질을 유지하면서 양안 영상을 분리하기 위하여

주로 안경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안경식 3D 
디스플레이는 셔터 글라스를 이용하여 시간을 분할하거나

편광 필터를 사용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영상을 안경에서 분할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양안 영상이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안경이 없으면 입

체 영상을 볼 수 없으며, 셔터 글라스의 경우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안경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3D입체 영상을 제시하는데 안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양 안에 서로 다른 영상을 제시할 수 있으면

3D 입체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채용한 디스플레이를 현재 광범위하

게 사용되는 안경 착용 방식 디스플레이에 빗대어 무안경

식 3D 디스플레이라고 부른다.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는

3D 입체 영상을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면 휴대용 기기나 광고판, 박물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3D 입체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안경식 3D 제시 방법은 안경식 3D 제시 방법

에 비하여 양안 영상의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현재 시판되는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대표적인 무안경식 3D 제시 방법은 패럴랙스 배

리어(Parallax barrier)나 렌티큘러(Lenticular) 방식이다
[2],[3]. 각 제시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두 방법은 공통적으로 양 눈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각각 서로 다른 영상을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디

스플레이가 제작될 때 미리 정한 위치나 거리에서 시청하

지 않으면 양안 영상이 정확하게 분할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안경식 디스플레이에 비하면 시청 위치에 따라 입체

지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시판중인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큰 경

우 여러 시점을 지원하도록 제작되며, 크기가 작은 경우

에만 하나의 시점(2개의 영상)으로 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양안의 영상을 확

실하게 분리하지 못한다. 
불완전한 양안 영상 분리는 어느 한 쪽 영상에 반대편

영상이 간섭하는 현상을 유발시키는데 이를 크로스톡

(Crosstalk)이라고 한다
[4]. 즉 크로스톡이 높은 디스플레이

는 단순히 피로하거나 불편한 3D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3D 
입체 영상의품질 자체가떨어지는 불완전한 3D 디스플레이

가 될 수 있다. 크로스톡은 안경식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연

구에서 3% 이하인 경우 입체 시각 피로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10~15%를넘어서면 입체 지각을 심각하게 방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3D 무안경식 디스플레이가 가

지는 불완전한 양안 분리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가 안경

식 디스플레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크로스톡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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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킬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게다가 이런 높은 크로

스톡이 3D 영상 제시 기술이 가지는 한계와 결합되면 사용

자의 입체 경험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6],[7].

현재 사용되는 3D 영상 제시 기술은 양안에 서로 다른

자극을 제시하여 양안 시차에 의한 깊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양안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깊이감에 대응하는 초점

변화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9]. 이는 입체 영상의 수

렴-조절 불일치를 유발하며, 두통, 어지러움, 울렁거림, 초점

어려움등 다양한 입체 시각 피로 및 불편감을 유발하는 주

된 원인 중 하나로알려져있다
[9],[10]. 지금까지 이런 증상은

주로 안경식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10]~[12]. 

그러나 무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 양안 영상 분리와 관련된

지각적 문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패럴랙스 배리어를 사용하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에서 불완전한 양안 영상 분리에 의하여 나

타나는 크로스톡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측정하고 그 결

과를 모형화하고자 한다. 패럴렉스 배리어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자극이 제시되는 수평 위치에 따라 크로스톡 수준

이 변화하게 된다
[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의 수평

제시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수준 및 지각된 초점 어려움

수준과 그 변화 양상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형화 하였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연구에 사용된 모바일 디스플레

이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지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절차를 진행한 목적은 디스플레이가 유발

그림 4. 패럴랙스배리어방식의 3D 디스플레이에서나타나는양안영상분리
Fig. 4. Left/right stimuli and images in the parallax barrier type 3D dis-
play employed in the experiment

하는 크로스톡이 어떻게 보이는지 현상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었다. 관찰에 사용한 자극및 그 관찰 결과는 그림 1에 제

시되어 있다. 관찰에 사용한 자극은 그림 1의 좌측열에 제

시된 바와같이 각 눈에 제시된 자극이 단일색상으로 전체

화면을 채운 단순한 영상이었다. 좌안에 제시한 자극은 그림

1의 좌상단에 제시한최저밝기 영상으로 0.1 cd/㎡의밝기

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안에 제시한 자극은 그림 1의 좌하단

에 제시한최대밝기 영상으로 61.3 cd/㎡의밝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자극을 사용하면 무안경식 디스플레이가 가지

는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수평 위치에 따라서 유발되는 크로스톡

수준의 차이가 없다면 단안으로 좌, 우안의 자극을 관찰할

때 전체 화면이 일관적인밝기를 보이는 것으로 지각될 것이

다. 그러나 관찰 결과 패럴랙스 배리어가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 전형적인 크로스톡 유발 현상, 즉디스플레이 수평 위

치에 따른 크로스톡의 체계적 변화
[2],[3]

가 연구에 사용한 디

스플레이에서도 나타났다. 관찰 결과를묘사하기 위하여 그

림 1의 우측열에 좌안과 우안 위치에 배치한카메라로 디스

플레이를 촬영한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의 우상단에 제

시된 좌안 위치 촬영 영상은 주로 디스플레이 우측에서흰색

영역이 보인다. 이는 좌안 영상의 경우 화면오른쪽에서 중

앙방향으로 점진적인 크로스톡이 유발된다는 것을 시사한

다. 그림 1의 우하단에 제시된 우안 영상 역시 유사한 경향

을 보인다. 다만 우안 영상의 경우 유발되는 크로스톡의 변

화가 우측에서 중앙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난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

스톡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평 위치에 따른 밝기 비교

과제를 사용하였다.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

스톡 수준의 변화는 주로 무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현상이며, 특히 무안경식 디스플레이 중

에서도 단일 시점을 가지는 제시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 추가적으로 입체 자극이

서로 다른 수평위치에 제시될 때 지각적으로 양안 분리에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점 어려움” 수준을

측정하는 세 개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입체 시각 피로

및 불편감 요인 중 크로스톡에 큰영향을 받는 “초점 어려

움” 수준을 측정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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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1: 디스플레이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측정

실험1의목적은 무안경식 모바일 3D 디스플레이를 관찰

할 때 화면 수평 위치에 따라서 크로스톡이 서로 다른 수준

으로 유발된다는 현상적 관찰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수

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수준을 지각적으로 측정하는 것

이다. 실험 1의 목적은 입체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안 자극이 얼마나 적절하게 분리되는지 그 정도를 크로

스톡 수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을 양안이 아니라 단안에 각각 제시하였다.
크로스톡 수준은 밝기 측정 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과제는 만약 디스플레이가 크로스톡을 유발하지 않

는다면 디스플레이를 단안으로 관찰할 때 동측 영상(관찰

하는 눈에 제시되는 영상. 좌안의 경우 좌안영상, 우안의

경우 우안 영상)의밝기가 대측 영상(반대편 눈에 제시되는

영상. 좌안의 경우 우안 영상, 우안의 경우 좌안 영상)의밝
기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성되었다. 이
과제의 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른 지각된 크로스톡 정도를 추정하고 그 경향을 모형화

하였다.

1. 참가자

서울동북부에 위치한 4년대 대학 재학생 18명이 유급으

로 실험에참가하였다. 참가자 중 연구의목적에 대해서 모

르는참가자는 13명 (72.2%)이었다. 시지각 실험은 연구목

적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이 결과에 체계적인 영향

을 미칠가능성은 없었다
[13]. 모든참가자는 정상 시력이거

나 교정된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장치

연구에 사용된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LG 사의 Optimus 
Cube로, 화면 크기는너비 9.4 cm, 높이 5.6 cm이며 해상도

는 너비 800, 높이 480 화소를 가진다. 이 장비는 3D 입체

자극을 제시하기 위하여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으로 영상을

양안으로 분할하여 제시한다. 참가자는 이 디스플레이를

45 cm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하였다. 관찰거리와 디스플레

이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참가자가 실험 자

극을 관찰하는 동안 턱받침을 사용하여 머리 위치를 고정

하였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각 턱받침의 높이를 조정하

여 모든 참가자가 항상 같은 위치에서 디스플레이와 자극

을 관찰하도록 배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자극은 LG사에서 제공한 Real3D SDK와

Google사에서 제공한 Android development tool을 사용하

여 직접 제작하였다. Real3D SDK는 OpenGL을 사용하여

양안의 자극을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입체 영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기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개발 도구

로, 본 연구에서도 양안 자극을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3. 크로스톡 측정 과제 및 자극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정도를 지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단안 밝기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에 사용된 자극은 그림 2
에 제시된 바와같이 동측 영상과 대측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측 영상은 여러 밝기를 가질 수 있는 배경(좌측

밝기 범위: 0.1 ~ 55.5cd/㎡, 우측 밝기 범위: 좌측: 0.1 ~ 
61.3cd/㎡)과 가장 어두운밝기(좌, 우측 모두 약 0.1 cd/㎡)
를 가지는 세로막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측 자극

은 반대로 동측 자극의 세로막대 영역에 대응하는 영역에

최대 밝기(좌측 영상: 55.5 cd/㎡, 우측 영상: 61.3 cd/㎡)의

그림 2. 밝기 판단 과제에 사용한 동측 및 대측 자극
Fig. 2. Ipsilateral and contralateral stimuli for luminance discrimination 
task in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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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막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배경은 항상 가장 어두운밝

기(좌, 우측 모두약 0.1 cd/㎡)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극은

약 5.07 lux의밝기를 가진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제시되었

다. 
양안 영상에서 유발되는 크로스톡은 이 자극을 사용한

밝기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참가자는 단안으

로 자극의 수직막대와 배경의밝기를 비교하고, 어느쪽이

더 밝게 지각되는지 키보드를 눌러 반응하였다. 만약 디스

플레이가 크로스톡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디스플레이를 단

안으로 관찰할 때 동측 영상의밝기는 대측 영상의 밝기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관찰자는 배경과 막대가

똑같이 가장 어두운밝기로 제시되었을 때막대 또는 배경

중 어느 한 쪽이 밝다고 응답할 확률이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배경이 조금이라도 밝게 제시된다면

항상 배경이 밝다고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디스플레이가

크로스톡을 유발하고 관찰자가 크로스톡을탐지할 수 있다

면 관찰자는 크로스톡의 수준에 따라서 배경과 세로 막대

중 어느 한 쪽이 더 밝게 지각되었다고 응답할 것이다. 이
경우 관찰자가 배경이 밝다고 응답한 경우와 세로 막대가

밝다고 응답한 경우가 동일한 수준일 때, 관찰자가 배경의

밝기와 세로 막대의 밝기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배경의밝기와 세로막대의밝기를 비교

하여 어느쪽이 더밝은지 구분할 수 없는 배경밝기를 크로

스톡의밝기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사용하면 디

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을 배경의 밝기에

대응시킬 수 있게 된다. 즉 크로스톡이 얼마나 밝은지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극은 1.12 cm 너비의 세로띠로, 높이는 화면과 동일하

였다. 이 자극은 크로스톡을 측정하고자 하는 7개의 위치

중 한 군데에 제시되었는데, 그림 1에 제시된 중앙 위치와

중앙을 기준으로 좌, 우측으로 각각 1.3 cm 간격으로 3개
위치를 더하여 총 7개 위치에 제시되었다. 동측 자극은 항

상 가장 어두운 밝기(좌, 우측 모두약 0.1 cd/㎡)로 제시되

었으며, 대측 자극의 세로 막대는 최대 밝기(좌측 영상: 
55.5 cd/㎡, 우측 영상: 61.3 cd/㎡)로 제시되었다. 배경의

밝기는 총 10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는 RGB 값을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RGB: 0, 28, 57, 85, 113, 142, 170, 

198, 227, 255). 모든 조건에서 자극을 10회 반복하였기 때

문에 자극은 한 눈에 각각 700회씩 제시되었다. 

4. 절차

참가자는 시선이 디스플레이 중앙에 놓이도록턱받침의

높이를 조절하도록요청받은 다음, 자극및 실험 진행에 대

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이끝나고참가자는 실험할 눈이 아

닌 반대편 눈을 안대로 가리고 실험을 시작하였다. 매 시행

에서 참가자는 1 초 동안 제시되는 자극을 관찰한 다음 세

로막대가 더밝게 지각되면 키보드 a키를, 배경이 더밝게

지각되면 키보드 k키를눌러응답하도록요청받았다. 키보

드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답은 자극이 사라지고

나서 화면이 회색으로 변했을 때에만 동작하도록구성하였

다. 참가자가 응답을 완료하면 즉시 다음 자극이 제시되었

으며, 응답에 시간 제한은 없었다. 총실험 조건은 측정하는

눈 마다 자극위치 7조건, 배경밝기 10조건, 반복 10조건을

전부 교차하여 각 눈에 700회 씩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총시행은 1400 회 였다. 한 눈의 측정이 완료되면

3분 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으며 휴식이끝나면 안대를 바꿔

착용하고 동일한 절차를 반대편 눈에 적용하였다. 

5. 크로스톡 추정

참가자가 수행한 과제는 밝기 판단 과제로, 크로스톡은

이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배경과 세

로 막대의 밝기가 구분되지 않는 배경의 밝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배경의 밝기는 미리 구성한

10개 수준에서 변화하였으며 각 디스플레이 수평 위치 당

10회의 측정만 하였기 때문에 세로 막대와 배경이 구분되

지 않는 배경의 밝기는 보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보
간 절차는 자료특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

었다. 첫째, 배경밝기에 따라응답이완전히달라지는 경우

에는 평균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배경밝기 10 cd/
㎡조건에서는 항상 세로막대(즉대측 자극에서넘어옴크

로스톡 영역)가밝다고응답하고 20 cd/㎡조건에서는 항상

배경이 밝다고 응답한 경우, 두 수준의 평균인 15 c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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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막대와 배경이 동일하게 지각되는 배경 밝기 추정치

로 사용하였다. 둘째, 밝기에 대한응답이 점진적으로 변화

하는 경우 회귀 함수를 사용하여 보간하였다. 세로 막대가

더밝다는응답이 100%인 상황에서 배경이 더밝다고응답

하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0%를 넘어서는 경우, 
2차 다항식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세로막대 또는 배

경이 밝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50%인 되는 지점을 예측하

여 이값을 세로막대와 배경이 구분되지 않는 배경밝기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에서 항상 세

로막대가밝다고응답한 경우가 50%를넘는 경우는 배경

이 아무리밝아도 항상 크로스톡이 더밝다고 응답한 것이

며 이 경우 크로스톡을 100%로 간주하였다.
자료분석에는 크로스톡 측정 실험에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참가자 두 명의 자료를 제거하고총 16명의

자료만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자료가 제거된 참가자들은

모든 배경 밝기 조건에서 일관적으로 세로 막대만 밝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모든 시행에서 동일한 키보드버튼을눌

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참가자가 어떤 크로스톡도 지

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경과 세로 막대가 같은 밝기

를 가지는 경우 (즉둘다 0.1 cd/㎡인 경우)가 시행에포함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행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참가자 두 명의 자료를 제거하였다.

6. 결과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로스톡은 양안 영상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우안 영상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좌측에서 더 높은 크로스톡을 보이며 좌안 영상의 경우 디

스플레이의 우측에서 더 높은 크로스톡을 보인다. 이런 측

정 결과 차이가 크로스톡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

면 측정 과정의오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 변량분석으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변량 분석은

전체 자료에서 나타나는 변량과 실험 조건으로 분할한 집

단의 변량의 비율이, 집단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가정한 분포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가지고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다. 

그림 3. 자극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측정 결과
Fig. 3. Perceived crosstalk as a function of horizontal stimuli position 
in display

따라서 변량 사이의 비율인 F비가 크면 집단 평균이 같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를 결정

하는 기준은 5%, 즉 p < .05 수준 이하이다
[14]. 측정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좌안 및 우안의 크로스톡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좌안: F비: F(1, 14)=15.8, 
통계적 유의미성: p < .005, 우안: F비: F(1, 14)=439.8, 통
계적 유의미성: p < .000). 즉 좌안 및 우안 영상의 지각된

크로스톡은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라서 변화함을 의

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앞서 확인한 현상적 관찰 두 가지를

잘 기술하고 있다. 첫째, 크로스톡이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

치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

안 영상은 자극이왼쪽편에 제시될수록더 높은 크로스톡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자극이 디스플레이의왼쪽모

서리에 제시되면 양안 영상이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에서 3D 입체 영

상을 보는 경우 화면의 수평 방향으로움직이는 대상은 그

깊이가 일정하게 제시되는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다른깊이

를 가지는 것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양안 영상의

크로스톡이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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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우 화면 중심부터 크로스톡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하여 디스플레이 가장 왼쪽에서는 크로스톡이 최대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좌안 영상이 거의 대부분 우안 영상

에 포함되게 된다. 이 경우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의 특성

상 우안 영상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3]. 반면에

좌안 영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수평 위치에서, 즉 중심

으로부터의 거리가 좌측 4 cm에서 우측 1.3 cm 에 이르는

5개 조건에서 크로스톡이 5% 내외로 나타나며 디스플레

이의 가장 오른쪽에서도 25% 이하의 크로스톡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현상적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LG Optimus Cube)는 양안 영상에 서

로 다른 수준과 경향성을 가지는 크로스톡을 유발시키며, 
크로스톡이 가장 낮은 지점인 스윗스팟(sweetspot)이 화

면 중앙에서 우측에 약간 치우친 수평 위치(중앙에서 우

측으로 1.3 ~ 2.7 cm 영역)에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 결

과는 측정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의 배리어가 정확하게 중

앙에 정렬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조사에서 어떤

이유에 의하여 배리어를 정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지

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리어를 조절한 결과일 가능

성이 높고 관찰자의 입체 경험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

다. 
이 결과는 현상적인 크로스톡을 적절하게 기술하기 때문

그림 4. 2차 다항식 모형으로 예측한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수준
Fig. 4. Perceived crosstalk estimated by a 2nd-order polynomial model

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무안경식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보

여주는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의 변화 양상을 모형화

하였다. 결과를 기술하기 위한 모형은 2차 다항식을 사용하

였는데, 측정된 크로스톡의 변화 양상이 한 점에서최저값

을 가지고 수평 위치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빠르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2차 다항식을 사용하여 자

료를 모형화 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은

좌안과 우안에 유발되는 크로스톡이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

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중앙으로부터 우측 1.3 cm와 2.7 cm 사이 지점에서 크로스

톡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측정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수준에 대한 모

형과 그파라미터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R2 값은

측정값의 전체 변량중 모형이 설명한 변량의 비율을 의미

한다
[14].

Model:   


Measured eye Variable name Coefficient p value 

Left

 0.0038 0.000

0.77  0.0150 0.000 

 0.0057 0.000 

Right

 0.2668 0.000

0.93  -0.1324 0.000 

 0.0158 0.000 

표 1.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변화에 대한 2차 다항식 모형의 파라미터
및 통계적 유의도

Table. 1. Parameters and statistics for the model describing per-
ceived crosstalk along with horizontal position in the display

Ⅲ. 실험 2: 디스플레이 수평 위치에 따른
지각된 불편감 측정

실험 2는 실험1에서 측정된 디스플레이 수평 위치에 따

른 크로스톡의 변화가 지각된 입체 시각 피로, 특히 초점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초점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세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점이 잘맞는지, 그리고 이중상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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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는지 여부를 Likert 7점척도로 측정한다. 실험2에서

는 실험 1에서 자극을 제시한 위치에 가는 수직 막대를 제

시하고 그 자극을 관찰하면서 지각된 초점 어려움 요인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형화 하였다.

1. 참가자 및 장치

참가자 및 장치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2. 자극

자극의 대략적인 모습이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자극은

2 cm의 높이와 23 mm 의 너비를 가진 긴 막대 모양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1의 결과에 따르면 자극 수평 방향 너비

가너무넓으면 자극이 동질적인밝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

우에도 크로스톡으로 인하여 밝기가 수평 방향을 따라 변

화하는 것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비가 좁고

긴 막대 모양의 자극을 사용하였다. 자극은 항상 12 mm 
의 교차 화면 시차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 1과 마찬가지로

7개의 수평 위치 (화면 중앙, 좌측 및 우측으로 각각 1.3, 
2.7, 4 cm 위치) 중 하나에 제시되었다. 자극은 각 시행에서

5 초 간 제시되었고, 모든 시행은 반복없이 각각 한번씩

제시되어 총 7회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5. 실험 2 자극 예시
Fig. 5. An example stimulus employed in Experiment 2

3. 절차

참가자는 먼저 45 cm 거리에 배치된 모바일 디스플레이

의 중앙을 바라보도록 턱받침의 높이를 조절하였다. 참가

자가 디스플레이 중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참가자에게

실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참가자

는 매 시행마다 턱받침에 머리를 고정하고 키보드로 다음

자극을 스스로 호출하였으며 제시된 막대 자극을 5초 간

관찰하였다. 자극이 사라지면 참가자는 방금 관찰한 자극

에 대하여 초점 어려움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요청받았다. 참가자가 관찰한 자극에 대한 모

든 문항에 응답을 마치면 다시 턱받침에 머리를 고정하고

다음 시행을 진행하였다. 모든 자극은 무선적으로 제시되

었으며 반복되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총 7회의 시행을

마치면 실험이 완료되었다.

4. 결과

전체 18명의 피험자 중 크로스톡 측정 과제를 불성실하

게 수행한 두 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16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는 그림 6에 제시하

였다. 예측대로 지각된 초점 어려움 수준은 지각된 크로스

톡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극 제시 위

그림 6. 자극 수평 위치에 따른 측정된 시각 피로 (초점 어려움)
Fig. 6. Measured visual fatigue (focus difficulty) as a function of hori-
zontal stimuli position i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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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따른 초점 어려움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F비: F(1, 14)=8.52, 통계적 유의미성: 
p < .05). 이 결과는 앞선 실험 1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크로스톡 스윗스팟에 가까운 화면 중앙으로부

터 우측 1.3 cm 위치에 제시된 자극의 초점 어려움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그 주변으로갈수록 초점 어려움점수가 증

가하였다. 한편 좌측 4 cm 위치 조건의 경우 오히려 초점

어려움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험 1에
서 나타난양안 영상의 크로스톡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어떤자극이 화면 좌측 모서리에 가깝게 제시

되면 좌안 영상의 경우 크로스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좌안

영상이 잘 제시되지만, 우안 영상의 경우 크로스톡이 100%
에 가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안과 우안에 동일한 좌안

영상이 제시되게 된다. 이 경우 상 분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크로스톡이 존재하지만 지

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 결과 일반적인 2D 영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극을 관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입체 시각 피로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극의 수평 위치에 따른 입체 시각 피로(초점 어려움)의

변화는 앞서 실험 1에서 측정한 디스플레이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의 변화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현상적 경험을 잘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2의 측정 결과는 3
차 다항식 함수를 통하여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3차 다항식 함수를 사용하여 초점 어려움점수를 모

델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2에 이 모형의파라

미터를 제시하였다.

Model:   

Variable name Coefficient p value 

 3.541 0.000 

0.75 -0.535 0.011 

 0.029 0.024 

표 2. 위치에 따른 초점 어려움 점수에 대한 3차 다항식 모형의 파라미터
및 통계적 유의도.
Table. 2. Parameters and statistics for the model describing visual 
fatigue (focus difficulty) along with horizontal position in the display

그림 7. 3차다항식모형으로예측한위치에따른초점어려움점수.
Fig. 7. Visual fatigue (focus difficulty) estimated by a 3rd-order 
polynomial model

Ⅳ. 결 론

본 연구는 무안경식 3D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유발하는

크로스톡 및 시각적 불편감을 측정하고 모형화 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을 사용하여 양안의 자극을 분리한다. 
이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자극이 제시되는 수평 위치와 디

스플레이의 수평 시야각에 따라 양안 자극의 분리가 체계

적으로왜곡되는 현상을 보인다. 즉자극의 수평 위치에 따

라 크로스톡 수준이 체계적으로 변화한다
[2].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크로스톡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디스플레이가 유발하는 크로

스톡을 측정하였다. 실험 1에서는밝기 비교 과제를 사용하

여 디스플레이의 수평 위치에 따른 지각된 크로스톡 수준

을 측정하였다. 실험 2에서는 자극의 수평 위치에 따른 입

체 시각 피로 및 불편감, 특히 초점 어려움과 관련된 시각적

불편감을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1의 결과는 디스플레이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나타

나는 시각적인 현상을 잘 기술하였다. 양안의 크로스톡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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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크로스톡 수준의 차이는 매

우 크게 나타났다. 우안 영상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좌측

에서 측정된 크로스톡이 100%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좌안

영상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우측에서 측정된 크로스톡의

최대치가 20% 수준이었다. 이런 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디

스플레이의 패럴랙스 배리어 배치가 관찰자가 정확히 정면

에서 디스플레이를 바라볼 때 가장 낮은 크로스톡을 경험

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Optimus cube)의 경우 정면에

서 자극을 바라볼 때 중앙에서 약간 우측 위치에 제시된

자극을 관찰할 때만 적절한 깊이감과 낮은 크로스톡을 유

지할 수 있으며, 자극이 디스플레이 좌측끝에 제시되면 양

안 모두 좌안 영상이 제시되어 입체감이 감소하거나 사라

지며, 자극이 디스플레이 우측 끝에 제시되면 크로스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예측은 실험2에서 확인되었다. 두번째실험에서는참

가자가 자극의 수평 위치에 따라 지각된 초점 어려움수준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참가자는 크로스톡이 가장 낮게 측

정된 위치에서 가장 낮은 초점 어려움을 보고하였다(우측

1.3 cm). 게다가 우측 1.3 cm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제시

된 자극은 이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보고된 초점 어려움수

준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장 좌측에 제시된 자극에 대

한 초점 어려움수준은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앞선실

험 1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실험 1과 실험

2는 연구에 사용된 무안경식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나타

난자극위치에 따른 크로스톡의 지각적 특성을 잘 반영하

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무안경식 3D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입체 자

극을 표시할 때 나타나는 제한점을 잘 보여준다. 크로스톡

이 높은 디스플레이는 입체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높
은 크로스톡은 양안의 자극을섞어 좌/우안 영상이섞인 동

일한 영상이 양안에 제시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15]. 물론

본 연구에 사용된 3D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크로스톡특성

이 일반적이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

으로 크로스톡의 증가율이 낮은 좌안 영상에서도 크로스톡

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의 패럴랙스 배리어를 사용한 디

스플레이의 경우 입체 자극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화

면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패럴렉스 배리어 방식의 구현 방법

때문에 나타나는 제한점이며
[2],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

구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는 전형적인 패럴렉스 배리어 방식

의 디스플레이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극복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현재 패럴랙

스 배리어보다 더 나은 방식의 배리어를 가지는 디스플레

이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떤기술적 변화가 적

용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대로 입체 영상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디스플레이특성에서도 나타난다. 만약크로스톡이

최저가 되는 지점을 화면 정 중앙으로 이동시킨다면 화면

의 우측 영역에서 나타나는 우안 영상의 크로스톡이 증가

하는 대신 화면의 우측 영역에서 나타나는 좌안 크로스톡

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관찰자가 더좋은

입체 영상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크로스톡 측정 방법은 디스플레이의 지각된 크

로스톡을손쉽게 측정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실험 1에서 측정된 디스플레이 수평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수준과 실험 2에서 측정된 자극의 수평 위치

에 따른 입체 시각 불편감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하여 실험 1과 실험2의 결과를 결합하여 지각된

크로스톡 수준에 따른 입체 시각 피로 수준을 모형화 하였

다. 이 모형은 실험 1에서 측정된 디스플레이의 각 수평 위

치에서 측정된 크로스톡과 실험 2에서 측정된, 실험 1의 측

정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시된 자극에 대한 초점 어려

Model:   


Variable name Coefficient p value 

 2.37 0.000 

0.6 8.46 0.005

 -8.07 0.023

표 3. 위치에 따른 초점 어려움 점수에 대한 3차 다항식 모형의 파라미터
및 통계적 유의도

Table. 3. Parameters and statistics for the model describing meas-
ured visual fatigue (focus difficulty) along perceived cross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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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점수를 2차 다항식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8에 모형의 예측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은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사용하여 모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

이 설명하는 변량의 양이 앞선 모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적다. 그러나 이 모형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바일 무안

경식 3D 디스플레이에서 크로스톡의 증가에 따른 초점 어

려움 수준의 변화를 잘 기술하고 있다. 즉 어떤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크로스톡이 측정되는 경우 입체 시각 피

로 및 불편감의 점수도 낮으며, 이는 크로스톡 수준이 50%
가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크로스톡이 매우 높아지는 100%
에 가까워지면 입체 시각 피로 및 불편감 점수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림 8. 2차 다항식 모형으로 예측한 지각된 크로스톡의 변화에 따른 초점
어려움 수준

Fig. 8. Measured visual fatigue (focus difficulty) as a function of per-
ceived crosstalk and estimated visual fatigue by 2nd-order polynomial 
model

물론 본 연구의 지각적 측정 결과가 자극 제시 위치에

따른 크로스톡 변화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이 결과

를 모든 무안경식 3D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체에 반영하는

것은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디스플레

이의 입체 영상 제시 방식의 제한점이다. 무안경식 3D 제시

방식은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제를 사용하지만 각 방

식 사이에서 특징적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를 렌티큘러 등의 다른 방식을 사

용하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것은추가적인 연구의 수행

을 통하여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디스플레이는 두 시점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다. 그러

나 더 많은 시점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위치에 따

른 크로스톡 증가가 극단적인 상 역전에 도달하지 않은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를 여러 시점을 지원하는 디스

플레이에 적용시키려면 본 연구의 내용을 확장하는추가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한 디스플레이의 특성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는 크로스톡이 가

장 낮은 지점인 스윗스팟이 화면 중심으로부터 우측에쏠

려있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스윗스팟이 화면 중앙에 가

깝게 배치된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입체 지각 경험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패럴랙스 배리

어의특성상 해상도나 화면 크기의 증가가 본 연구에서 측

정한 중앙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크로스톡 증가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

스플레이가오직한 종류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더욱 명

확하게 확정하려면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한추가적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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