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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를 분석하여 스테레오 영상의
시청 및 제작에 응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는 스테레오 영상의 시청 및 제작 시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이에 관한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디스플레이 및 스테레오 영상 제작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피로도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청자의 신체적 특성, 디스플레이 장치의 크기, 시청거리, 영상의 특성 등 시청자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인 피로도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피로도 분석 시스템은 The
zone of comfortness 와 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 estimation 기술을 응용하여 영상의 시차
(disparity), PSNR, 디스플레이 크기, 시청거리, 시청자의 양안 거리로부터 수렴-조절 불일치 (vergenceaccommodation conflict)와 양안 입사 자극 불일치 정도를 추정해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를 계산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영상과 시청자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시청환경을
시청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스테레오 영상 제작에 있어 목표 시청 환경에 대해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상의 제작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1. 서론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가장 대표적인 3 차원
디스플레이 기술 중 하나로서, 영상 및 장비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좌영상과
우영상으로 이루어진 스테레오 영상을 편광 렌즈 또는
셔터글라스 등의 장치를 통해 좌, 우안에 각각 다르게 영사하여
시청자가 입체감을 느낄 있도록 한다.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가 큰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부작용도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이 중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기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스테레오 영상 시청 시 시청자의 피로감이다 [1]. 스테레오
영상을 시청할 경우 시청자는 여러 신체적, 기술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안구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다. 이와 같은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를 줄이는
것은 영상의 품질 향상에 있어서 영상의 입체감을 증대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에 관한 가장
최근의 표준으로는 2012 년 표준화가 완료된 ITU-R 의
Recommendation ITU-R BT.2021: Subjective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stereoscopic 3DTV systems 가 존재한다
[2]. 이 표준은 기존 모노 영상의 화질 측정 방법을 확장하여
스테레오 영상의 화질 측정 방법을 기술하였는데, 스테레오
영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깊이 해상도, 깊이 움직임 등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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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은 스테레오 영상의 화질
측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권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
측정을 위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U-T 에서 3 차원 영상의 피로도 측정과 안전
지침에 관한 표준을 진행 중이나, 아직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
측정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 측정은 스테레오
영상을 수요/공급하는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와 스테레오
영상 제작자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측정되어야 하는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의 특성 상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영상과 같이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같은
크기를 가진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해 제조사마다 각기 다른
권장 시청 거리를 갖는 사실도 디스플레이 크기만으로
스테레오 영상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청자의 신체적 특성, 디스플레이
장치의 크기, 시청 거리, 영상의 특성 등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요인은 분석하여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테레오 영상의 대표적인 시각적 저해 요인인 수렴조절 불일치 (vergence-accommodation conflict)와 양안
입사 자극 불일치 정도를 분석해 영상의 피로도를 측정한다.
수렴-조절 불일치의 경우 The zone of comfort 모델이
사용되었고, 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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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방법을 통해 좌, 우 영상의 화질을 추정하고 두
영상의 화질의 차를 통해 입사 자극 불일치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며
3 장에서는 스테레오 영상 피로도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를
분석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2 입사 자극 불일치
입사 자극 불일치는 좌, 우 양안에 입력되는 영상이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을 때 발생한다. 양쪽 눈의 수평 위치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눈에 입력되는 영상이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수평 시차 이외에 두 영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따라서 두뇌에서 이 두 영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입체시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테레오 영상의 경우 미리 생성한 스테레오 영상을 좌, 우안에
사영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영상의 좌, 우영상이 입체시를
형성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사 자극 불일치는 양안 경합 (binocular rivalry)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시각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림 1. 모노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의 수렴/조절 거리 비교

2. 스테레오 영상의 시각적 저해 요인
스테레오 디스플레이는 좌, 우안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입체시와 달리 스테레오 영상을 강제로 좌, 우안에
영사하여 시청자가 보는 영상이 입체인 것처럼 인지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입체시와의
차이점에 의하여 시청자가 피로도를 느끼게 만드는 여러
시각적 저해 요인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수렴-조절 불일치와 입사 자극 불일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제안 영상기반 피로도 분석 시스템

3.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 분석 시스템
2.1 수렴-조절 불일치
수렴-조절 불일치는 수렴 거리와 조절 거리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렴 거리와 조절 거리는 각각 수렴과 조절
과정을 통해 형성된 초점 거리인데, 수렴은 대상 물체에 대한
명료한 단일 상을 얻기 위하여 안구를 움직여 양안의 시축을
물체에 수렴시키는 과정이며, 조절은 망막의 수정체의 두께를
제어함으로써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다.
그림 1 은 모노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을 시청할 때의
시청자의 수렴 거리와 조절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a)와 같이 모노 영상을 시청할 경우 시청자의 수렴 거리와
조절 거리는 항상 일치하지만, 그림 1(b)와 같이 스테레오
영상을 시청 할 경우 시청자의 수렴 거리는 영상의 수평
시차에 의해 계속 변하지만 조절 거리는 디스플레이와 시청자
간의 거리로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렴-조절 불일치는
시청자로 하여금 시각적 피로를 느끼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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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테레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상기반 피로도 분석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수렴-조절 불일치와 입사
자극 불일치를 측정하여 영상 자체의 시각적 저해 요인을
디스플레이 장치의 크기, 시청거리 및 시청자의 양안 거리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두 정보를 융합하여 구한 영상의 피로도를
수치화하여 출력한다.
수렴-조절 불일치는 the zone of comfort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수렴 거리와 조절 거리가 일치할 때 영상의 피로도를
0 으로 하고 수렴 거리와 조절 거리의 차가 zone of comfort 에
다가갈수록 피로도가 100 에 지수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였다
[3].
입사 자극 불일치는 좌, 우 영상의 화질이 차에 의해
계산된다.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영상은
대부분 비디오 또는 이미지 압축 표준에 맞게 압축되어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PSNR estimation 기술을 통해 좌영상과
우영상의 화질을 각각 추정하고, 추정한 화질의 차의 절대값에
따라 화질의 차가 없을 때 0, 클수록 100 에 지수적으로

2013 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수렴하는 입사 자극 불일치에 의한 피로도 값을 할당하였다
[4].
위와 같이 계산된 수렴-조절 불일치와 입사 자극 불일치에
의한 피로도 값은 수식 (1) 의해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로
계산된다.

Discomfort  wvDiscomfortv  w rDiscomfort r ...(1)
Discomfortv 는 수렴-조절 불일치에 의한 피로도이며,
Discomfortr 은 입사 자극 불일치에 의한 피로도, 그리고
Discomfort 는 두 종류의 피로도의 가중합으로 계산한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이다. 이 때 각 피로도에 대한 가중치
wv 와 wr 은 트레이닝을 통해 0.9, 0.1 로 각각 정하였다.

거리에 따른 추정 피로도를 나타낸다. 그림 3(a)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입사 자극의 불일치에 의해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높게 추정됨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상기반
피로도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테레오
영상의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인 수렴-조절 불일치를
the zone of comfort 모델을 통해 측정하고, 다른 원인인 입사
자극 불일치를 좌, 우영상에 대한 PSNR estimation 을 통하여
추정된 화질 차를 계산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디스플레이 장치의
크기 또는 영상에 한정되어 피로도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피로도 분석 방법은 시청자의 양안
거리, 시청 환경과 영상의 특성을 고려해 더 정확한 스테레오
영상의 시각적 피로도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해당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재생하는 영상을 특정
시청자가 시청하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피로도를 미리
분석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청 거리를
시청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의
제작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사이즈 및 시청
거리에서 제작된 스테레오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피로도를 미리 분석하여, 입체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스테레오 영상의 수평 시차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스테레오 영상의 다른 시각적 저해
요인 (깊이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더욱 정확한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 분석 모델을 통해 피로도 분석 시스템을
연구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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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으며 영상의 사이즈는 1024x768 이다. 입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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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에는 각각 다른 QP(좌영상 22, 우영상 27)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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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영상에 대한 시각적 피로도를 나타낸다. 그림 3(a)는
좌, 우영상의 QP 를 모두 22 로 인코딩 했을 때 시청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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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해 좌, 우영상의 QP 를 각각 22, 27 로 했을 때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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