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ga KOREAI 초다시점 단말 및 홀로그램기술 편집위원 : 박광로 (미래창조과학부 (재)기가코리아사업단)

 김영민, 홍성희, 강훈종

전자부품연구원

요 약 

본고에서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기반 시각 피로에 대한 연

구 동향 및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의 최근 기술에 대해 기술한

다. 초다시점 디스플레이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처음 제안

한 이후 일본 및 한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초다시

점 디스플레이는 관찰자의 동공에 두 시점 이상의 영상을 제공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다시점 디스플레이에 비해 보다 자연스

러운 영상을 관찰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

점 영상 사이의 간격이 넓은 다시점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시각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초다

시점 디스플레이 기반 시각 피로에 대한 임상적 실험을 통해 이

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살펴보고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Ⅰ. 서 론 

인체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상당부분의 정보는 시각 정

보에 기인하며, 이에 소비자로서 보다 실감나고 차별화된 사용

자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00년대 이후 유/무선 인터넷과 정

보통신 기기의 발달, 정보 처리 속도의 가속화로 인해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컨텐츠의 품질은 날이 갈수록 발

전해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실감나게 표

현하고 싶은 욕구와 맞물려서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

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과열 

경쟁 중인 활로를 찾기 위해 3차원 디스플레이, UHTV 등 차세

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

직 그 기술의 발전 정도가 현재의 2차원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

을 대체하기에는 개선점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완전히 산업

화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이 꾸준히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을 선

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업계를 

구해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는 이미 상용화되어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 역사상 가장 큰 흥행을 일으켰던 

3차원 영화 ‘아바타(AVATAR)’는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무

엇에 쓰는지도 모르는 편광 안경도 이제는 착용감을 따지며 자

연스럽게 쓰고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제작되고 

있거나 상영 중인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가 3D로 제작되는 사

실은 이를 반증한다. 

3차원 디스플레이의 발전 흐름으로 볼 때 안경식 3차원 디스

플레이의 다음 단계인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중 최근 초

다시점 디스플레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방식은 기존의 다시점 디스플레이 방식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

운 영상을 관찰자에게 제공하여 시각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다

고 알려져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임상적 연구 결과 및 실험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의 원

리 및 최근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기반 시각 피로 측정 및 경감 기술

그림 1. 생리적인 깊이 단서

(1: 원근법, 2: 결 구배, 3: 중첩, 4: 음영, 보티첼리의 그림 중)

FEBRUARY·2014 | 61



Ⅱ. 다시점 및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리 

1. 깊이 인지 요소

현재 상용화된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은 대부분 양안식 3차

원 디스플레이 방식(stereoscopy, 안경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종국적으로는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완

벽한 3차원 영상을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완벽

한 3차원 영상을 재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깊이 단서(depth 

cue)가 적절하게 섞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사물의 형

태나 공간상의 깊이를 인지하는 깊이 단서는 크게 심리적인 단

서(physiological cue)와 생리적인 단서(physiological cue)로 

나눌 수 있다[1]. 심리적인 단서는 실제로 깊이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영상 처리를 통해 깊이 단서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적 학습 능력에 의해서 습득이 된 경우이

며, 원근법(linear perspective), 음영(shade and shadows), 

중첩(overlapping), 결 구배(texture gradient) 등이 있다. 반

면 생리적인 단서는 안구의 움직임이나 안구 근육의 활동을 

통해서 깊이를 인식하는 실질적인 단서이며, 크게 초점 조절

(accommodation), 수렴(convergence), 양안 시차(binocular 

parallax), 운동 시차(movement parallax) 등이 있다. 실제

로 인간은 이러한 모든 깊이 단서를 지각하여 종합적으로 깊이

를 판단하게 되며 그림 2와 같이 서로 다른 깊이를 인지할 때마

다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이 유기적으로 조절되어 깊이를 판단하

게 된다. 이 중에서 단안(monocular eye)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깊이 단서는 심리적인 단서들, 초점 조절, 운동 시차이고, 양안

(binocular eyes)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깊이 단서는 수렴과 양안 

시차 정보이다. 

2. 다시점 디스플레이의 원리

현재 기술적인 성숙도가 상당히 필요로 되지만 이러한 깊이 

단서를 모두 제공하는 궁극의 3차원 디스플레이 방식이라고 불

리는 홀로그래피 방식을 제외하고는 상용화되거나 연구 중인 3

차원 디스플레이 방식은 이러한 모든 깊이 단서를 제공하는 것

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현실 세계와 3차원 디스플레이 상에서

의 영상이 다른 점이며, 이 때문에 일상 생활과는 달리 3차원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때 가장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양안식 3차원 디

스플레이 방식은 주로 양안 시차에 기반한 방식으로, 위에서 언

급된 심리적인 단서와 양안 시차 단서, 즉 양 눈에 서로 다른 시

차(parallax)의 영상을 투사하고 깊이 단서를 임의로 조절하여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연히 실제 생활에

그림 2. 초점 조절과 수렴의 유기적 조절 기능

그림 3. (a) 안경식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리(편광 안경/셔터 안경),  

(b) 다시점 디스플레이(무안경식)의 기본 원리(3시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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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것과는 달리 시각 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다. 이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알려진 무안경식 3차원 디스

플레이 방식(autostereoscopy)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안

경식 디스플레이가 양안에 서로 다른 시차의 영상을 안경을 통

해 분리하여 투사하는 반면, 무안경식 디스플레이는 그림 3과 

같이 안경의 역할을 하는 광학 소자를 디스플레이 앞 쪽에 배치

하여 시차가 다른 방향별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점 영

상을 다수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점 디스플레이

(multi-view display) 방식이라고 부르며, 시차 격벽(parallax 

barrier), 렌티큘러 렌즈 방식(lenticular lens display), 집적 

영상(integral imaging) 등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디스플

레이 방식이 존재한다[2]. 그러나 다시점 디스플레이는 시점 간

의 간격이 조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서만 시점 영상

을 관찰할 수 있어, 특정 분야나 응용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점 영상의 각 시점 영상

을 동공 추적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반영하여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도 고안되었으나,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1인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어 활용도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3]. 그러나 모바일 단말이나 모니터, 노

트북과 같은 1인 사용이 가능한 기기에서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어 대중적 상용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3.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의 원리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우정성의 TAO 프로젝트에 의해 다시

점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super 

multi-view display)가 제안되었다[4].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의 기본 원리는 다시점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확장하여 보다 많

고 조밀한 시차 영상을 제공하되, 하나의 동공 안에 2개 이상의 

시차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생리적 깊이 단서인 연속적 운동 시

차를 추가로 제공하여 눈의 피로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림 4). 이 방식은 3차원 물체의 파면을 그

대로 재현하는 홀로그래피 방식에 비해 정보 처리량이 다소 적

어, 완벽한 3차원 영상을 구현하는 홀로그래피 전 단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다시점 디스플레이에

서는 초점 자극은 디스플레이 평면에, 수렴 자극은 디스플레이 

평면이 아닌 3차원 영상이 형성되는 평면인 디스플레이 앞 쪽

이나 뒤 쪽에 형성되어 서로의 자극이 형성되는 위치가 달라 눈

의 피로도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 그렇지만 초다시

점 디스플레이에서는 하나의 동공 안에 시차를 다수 제공함에 

따라 초점 자극과 수렴 자극을 모두 3차원 영상이 형성되는 평

면에 제공함으로써, 비록 완벽한 3차원 영상의 재현은 아니지

만 자연스러운 운동 시차와 함께 눈의 피로도를 경감시킬 수 있

다는 이론이다. 초다시점 디스플레이는 다시점 디스플레이에 

비해 시각 피로를 경감시키고 보다 자연스러운 3차원 영상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의 시점 영상을 위한 디

스플레이 패널의 해상도가 매우 높아야 하며 이를 위한 광학 소

자의 배열이 매우 복잡하거나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6]

[7][8].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수렴 자극과 초점 자극이 동일한 위

치에 생성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관찰자가 수렴 자극과 초점 자극이 동일 위치에서 받아

들이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다. 또한 이와 

시각 피로간의 상관관계도 아직까지는 명확히 제시된 바는 없

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4.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리 

(위: 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초점 자극과 수렴 자극,  

아래: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의 초점 자극과 수렴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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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 

1. 시각 피로 연구의 어려움

시각 피로 연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눈의 피로를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계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이다. 의학/생리학 분야에서도 피로는 객관적으로 계량이 불가

능한 척도이며 단지 그 정도는 피험자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응

답으로만 가늠이 가능하거나 피로로 인한 신체 기능 이상이 객

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할 때에만 그 정도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

이다. 특히 3차원 영상을 주시할 때 눈의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

은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피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 3

차원 디스플레이에서 시각 피로를 측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주로 3차원 디스플레이 중 안경식 3차

원 디스플레이를 시청 시에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3차원 디스플레이의 발전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휘트스톤 경에 의해 1838년 처음으로 안경식 3차원 디스

플레이 방식이 제안되고, 1950년대에 미국에서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붐이 일어났지만(golden era), 양질의 콘텐츠를 공

급하는데 실패하여 다수의 시청자가 두통을 호소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와서야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안경식 3차원 디

스플레이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처음으로 3차원 

디스플레이 방식을 제안한 이래 거의 약 170여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성공적인 상업화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시각 피

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주로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

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2. 설문 조사를 통한 시각 피로의 규명

장치적인 관점에서 그 동안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방식

에서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방법론적인 관

점에서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이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체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1993년 Kennedy에 의

해 그 방법이 개발된 이래로 많은 변형을 통해 시각 피로를 측

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9]. 즉, 시각 피로는 한 가지 변

인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것이 아니고 다증상적인 변인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수단이나 증상 목록

을 작성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SSQ)를 개량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본래 의공학이나 사회과학,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어 오다가 최근에는 3차원 영상을 관찰할 때에 시각 피로에 대

한 중요성이 대두되자 이를 공학 분야에서도 활용하는 추세이

지만 객관적인 측정 자료를 배제한 채, 피험자의 주관적인 응답

에 의존한 것이라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정 모집단 

이상을 만족하는 조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

로 알려져 있다. 

표 1. 설문 조사를 통한 시각 피로 측정 방법들[14-18]

실험 조건 방법 피험자 수

HMD/TV
28	문항

20분동안	게임	전/후
30

HMD 23문항 16

LCD/DLP	

projectors

색에	의한	피로	규명

15분	동안	영화	전/후
5

HDTV
5단계의	문항들

Test	타겟을	본	전/후
6

Mobile	게임 40분동안	게임	전/후 150

설문 조사를 통한 시각 피로의 규명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마찬가지로 다수의 연구가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완성도가 높은 무안경식 3차원 디스

플레이가 개발되기 이전에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에서의 시

각 피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방법의 일례로, 안경을 쓰고 일정 시간 동안 3차원 영상을 관

찰할 뒤에 앞서 언급된 SSQ를 개선한 다양한 방법의 modified 

SSQ를 사용하여 피로도를 간접 측정하여 3차원 영상과 2차원 

영상 관측 시의 간접적 피로도의 차이를 분석한 사례들이 있었

다. 이 때,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를 다양하게 사용하

거나, SSQ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좀 더 다양하게 작성하거

나 혹은 단순화시키거나, 실험 방법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

에서의 설문 조사를 통한 시각 피로의 측정 사례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표1). 이와 같은 방법들은 최근 발표된 3차원 영상 관찰 

시의 피로 측정에 대한 다수의 연구 논문에서 주관적 피로 측정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주로 설문 조사 방법론적인 입장에

서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수가 비교적 다수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피험자들의 주관적인 성

향이나 영상 장치에 대한 연구를 배제한 채 실험을 진행한 연구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피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10~18]. 

3. 의학 장비를 이용한 시각 피로의 규명

앞서 언급된 주관적인 피로 측정 방법과는 달리 객관적인 피

로 측정이라 명명되는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 결과는 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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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장비 혹은 생리적인 실험을 토대로 측정된 피로도 혹은 피로

도에 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표2). 그러나 앞서 언급

된 바와 같이 피로도를 다증상적인 변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의학 장비 또는 생리적인 실

험을 통한다 할지라도 피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는 객관적인 피로 측정이라고 부

를 수는 없다. 하지만 설문 조사로 행해지는 주관적인 피로 측

정 방법에 비해 생리/의학적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

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피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수의 논문에서는 이를 객관적인 시각 피로 측정 방법이라 부

르고 있다[19~33]. 

표 2. 의학 장비를 이용한 시각 피로 측정 방법들

측정 방법 사용되는 장비 피험자 수

Comprehensive	

biological	signal	

analysis	

EEG,	MEG,	EMG,	ECG 3,	15,	52,	34

PET,	fMRI N/A

Clinical	demonstration

(Chromogranin	A)
24

Direct	indicator	

measurement

Refractometer 3,	9

Eye	tracker 10.	47

3.1 전기/자기 자극 측정 방법

의학 장비를 이용한 시각 피로는 피로도를 측정하는 장비나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되었던 방법은 전기 자극 장치를 이용하여 생체 신호를 분석하

고, 이에 따라 피로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피로도를 측정하

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들로 Electroencephalography 

(EEG ) ,  Magne t o-enc epha l og r aphy  (MEG) , 

Electromyography (EMG), Electrocardiography (ECG) 등

이 있으며 실험 방법은 주로 전기 또는 자기 자극 장치를 피험

자에게 부착한 상태에서 3차원 영상을 관측하기 전과 후의 신

호를 분석하여 피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이 사용된다[19~22]. 그

러나 생체 신호가 다증상적인 변인을 가지고 있어 복합적인 신

호 형태로 표현이 되며, 이를 분리해내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논문에서는 이를 분석한 방법론에 대

해서도 발표된 바가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피로할 때 

발현되는 생체 신호를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정확히 추출

해 내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신호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은 어려운 단점

을 가지고 있어 동일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여러 번 측정한 뒤 평

균치를 구하는 유발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방법들은 다

수의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방식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방식에서도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23][24]. 

3.2 생체 신호에 기반한 피로 측정 방법 

유사한 방법으로 뇌의 특정 부위를 조명하여 혈류량을 알아

내거나 뇌 기능을 영상화하는 방법을 이용해 시각 피로를 규

명해 낼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뇌의 특정 부위가 그 사람의 행

동 패턴이나 느끼는 감정에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

한 방법으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이 있다[25][26]. 이 방법들

은 장비가 매우 고가이고, 여타 다른 전기 장비를 이용한 실험

을 동시에 진행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지만, 뇌의 혈류량을 측정하여 가장 원초적인 생체 신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 피로 규명 방법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고, 영상의 해상도가 높

으며 촬영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

근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이외에 일본에서는 피로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입 안의 

단백질 분비 상태를 검출하여 판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

다. 신체 분비물 중에서 인체가 시각적으로 피로를 느꼈을 때 

입 안에서 특정 단백질이 분비되는 것에 착안하여 3차원 영상

을 관찰하기 전과 후의 입 안의 특정 단백질(Chromogranin A) 

변화를 측정하여 시각 피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27]. 또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이 평소

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눈의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

도 연구된 바 있다. 이 방법은 눈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

는 eye tracker 장비의 정확도가 연구의 중요한 요소이다[28]

[29]. 언급된 의학 장비를 이용한 시각 피로를 규명하는 방법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 힘들고, 피험

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

험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5. PET/fMRI를 활용한 영상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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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검안기를 이용한 조절-수렴 불일치 측정 방법

3차원 디스플레이에서 시각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

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초점 조절과 수렴의 불일치(accommodation-convergence 

mismatch)이다. 2장에서 언급되었던 깊이 인지 요소 중 생리

학적 요소인 눈의 초점 조절과 수렴 조건이 3차원 영상을 관찰

할 때와 실제 물체를 볼 때 상이하기 때문에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일본 및 한국에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의학/안광학에서 사용되는 검안기를 이용하여 초점 조절

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검안기는 본래 안과 및 안광학 분

야에서 피험자 눈의 굴절률이나 각막 곡률, 동공의 크기 등을 

측정하여 시력의 변화 또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인 검안기는 피험자가 검안기에 연결된 가로막힌 공간 

안의 준비된 컴퓨터로 조합된 영상을 보고 눈의 굴절률을 측정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반투과 거울 

구조를 이용하여 피험자가 준비된 컴퓨터 영상이 아닌 실제 물

체를 볼 때 눈의 굴절률 및 동공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30]. 이러한 검안기를 사용하여 실제 물체를 

볼 때와 3차원 영상을 볼 때 눈의 굴절률 변화를 조사하여 그 

차이에 따라 실제 눈이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초점 조절과 수렴의 불일치에 대한 조사를 연구한 사례

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기 피험자가 각기 다른 

눈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에 유의해야 한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험자 별로 눈의 굴절률은 달라, 

실제 물체를 바라볼 때 같은 위치에 있는 물체라도 눈의 굴절률

은 다르게 측정이 될 것이고 이는 3차원 물체를 볼 때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험자 별로 눈의 

굴절률 곡선을 먼저 얻어낸 후에(외삽법과 보간법 이용) 3차원 

영상을 바라볼 때 굴절률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실

험값을 얻어내야 한다. 이 결과를 분석한다면 3차원 영상 관측 

시에 피로도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초점 조절과 

수렴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안기를 이용한 연구는 학교 및 여러 연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31][32][33]. 서울대에서는 초다시점 방식

과 유사한 방식인 집적 영상 방식에서 3차원 영상을 관찰할 때 

실제 물체를 볼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분당 서울대

병원과 공동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냈으며<그림 6>, 종합기술

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눈

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안정 구간을 조사하는 연구를 검안기

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그림 7>. 경희대, KIST 등에서는 집적 

부양 디스플레이(integral floating display) 방식과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검안기를 이용한 초점 조절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일본 NICT와 NHK에서도 집적 영상 방식에서 검안기를 이

용한 초점 조절 연구를 진행하였다[33]. 검안기를 이용하는 방

식은 단안의 초점 조절을 측정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양안 시차를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단안으로도 3차원 영

상의 깊이 단서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방식인 초다시점 디스플

레이 방식에서 적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단안

으로 초점 조절할 수 있는 한계가 매우 근거리에서 이루어진다

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안기를 이용한 깊이 인식 실험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정확한 실험 조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본고에서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의 원리와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고,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다. 초

다시점 디스플레이는 시점 간 간격이 매우 조밀한 디스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현을 위해서는 상당히 정밀한 광학 

설계와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패널 혹은 다수의 투사 광학

계를 집적시켜서 제작해야 한다. 따라서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를 이용한 시각 피로의 연구 분야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 대

그림 6. 집적 영상 방식에서 초점 조절 측정 

그림 7.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초점 조절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neutral disparity zone 제안 실험neutral disparity zone 제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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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세계적으로 이러

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드물다. 실제로 초다시

점 디스플레이가 다시점 디스플레이에 비해 이론적으로는 시각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상 실험이나 

설문 조사의 방법을 통해 규명된 사실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집

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성

공적인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SSQ와 같은 주관적인 피로 측정 방

법을 통해 시각 피로도에 대한 조사를 다수의 피험자를 확보하

여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의학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eye tracker나 refractometer를 이용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만약 PET나 fMRI, EEG, EMG, ECG, MEG

등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생체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환

경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체 신호를 파

악하는 의학 장비의 경우 초다시점 디스플레이를 설계하여 이

러한 장비 안에 집적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연구 집단

의 역량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디스플레이와 의과학 분

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각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역설적으로 어

느 방법도 정확히 피로를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 만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는 시각 피로가 최소화된 초다시점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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