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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으로 3D 화  디스 이 기기에 한 일반인들의 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편안

한 시청 역(Comfort Zone)에서도 3D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 않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에 이상이 있는 것도 모른 채 3D 콘텐츠를 멀리하게 되지만, 안과  조치를 통해 3D 상 

시청 시 어지럼증 유발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다. 기존의 입체시 검사 도구는 왜곡  실감정도를 

악할 수가 없다. 이를 세 하게 측정할 수 있는 3D 콘텐츠 깊이 측정기를 제작하고, 이에 합한 콘

텐츠를 제작하 다. 3D 콘텐츠 깊이 측정기는 기능을 제어하는 콘트롤 부와 콘텐츠를 보여주는 컨벌

젼스 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를 통해 3D 오 젝트의 깊이나 돌출거리와 같은 여러 라메타들

을 측정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에 해선, 오 젝트의 치는 여섯 부분으로 분류하고, 양안시차

(disparity)는 +2°~-3° 범 에 1° 간격으로 6 벨로 구성하 다. 하나의 오 젝트에 해 서른여섯개의 

오 젝트를 제작하 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간거

리 6.5cm를 상으로 돌출거리를 측정하 다.

1. 서론

   세계 으로 3D 화  디스 이 기기에 한 일반

인들의 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3D 화의 부분별한 

생산은 사람들에게 “3D 화 혹은 3DTV는 어지럽다“라는 

인식을 팽배하게 했다. 이를 해결하기 해 3D의 양안시

차를 어느 정도 주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3D를 즐길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3D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시청 역이 여러 연구에 의

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한 시청 역안의 3D 

콘텐츠에 해서도 3D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에 이상이 있는 것도 모

른 채 무조건 3D 콘텐츠를 멀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는 양쪽  시력차, 고도난시, 사시, 반사시, 백내장, 녹내

장, 교정시력차 등 개인이 가진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

한데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되며, 이런 증상들은 간단한 안

과  조치, 난시교정, 양안시력 개선만으로도 3D 상 시청 

시 어지럼증 유발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체시 검안방법  장치의 부족이다. 기

존의 입체시 검사 도구는 왜곡  실감정도를 악할 수 

없어서 이를 세 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

다. , 3D콘텐츠에 한 인지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

에, 개인 별로 입체 인지 정도를 척도화 한 수치와 왜곡 

 실감 정도를 비교함으로서 그 계를 찾을 필요가 있

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D 콘텐츠 깊이 

측정기(이하 측정기)와 콘텐츠를 제작하 다.

2. 3D 콘텐츠 돌출거리 측정기

  입체 상으로 제작된 각종 3D 콘텐츠의 입체시 검사와 

입체요소(parameter)등을 측정하고, 입체 콘텐츠 개발을 

한 각종 상황을 사  수행할 수 있는 3D 입체 상 용 

시뮬 이션 장비이다. 3D 콘텐츠 돌출거리 측정기(이하 

측정기)는 크게 콘트롤 부와 컨벌젼스 룸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1)은 측정기의 구성을 보여 다.

(그림1) 3D 콘텐츠 돌출거리 측정기 내부 구성

  콘트롤 부는 측정기의 모든 기능을 콘트롤하는 부분으

로써 엘리베이터(➀)와 콘트롤 스 치(➁), 그리고  계측디

스 이(➂)로 구성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는 반사거울을 

싣고 아래로 움직인다. 콘트롤 스 치는 엘리베이터를 

조  스 치로써, 입체시의 각종 라메타  직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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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깊이 는 돌출 거리 계측을 해, 엘리베이터

을 0.5mm씩 업-다운시켜 피험자가 느끼는 입체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계측디스 이는 피험자가 치시킨 반

사거울의 이동거리(측정값)를 표시한다.

  다음으로. 컨벌젼스 룸이다. 컨벌젼스 룸은 입체 련 

콘텐츠를 구 하는 디스 이 시스템으로써, 3D 디스

이 모니터(➃)와 안부(➄)로 구성되어있다. 3D 디스

이 모니터는 두 개의 모니터로 되어있다. 모니터의 해상

도는 1920*1082이다. 안부는 2개의 구멍이 있는 면 

넬부로써, 검시자의 정확한 측정거리와 심 치를 확보

하기 해 안간거리(6~7m)를 고려하 다.

3. 콘텐츠 제작

  측정기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해, 이에 합한 콘텐츠

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2D 오 젝트와 3D 오

젝트에 한 콘텐츠를 제작하 다. 사실 2D 오 젝트와 

3D 오 젝트의 오 젝트는 동일하다. 동일한 오 젝트에 

해 양안시차를 부여하여 3D 오 젝트를 만들었다. (그

림2)는 그 를 보여 다. 오 젝트의 치는 모니터를 여

섯 부분(왼쪽 ·아래, 가운데 ·아래, 오른쪽 ·아래)으

로 나 었고, +2°~-3° 범 에 1° 간격으로 제작하 다. 즉, 

하나의 오 젝트에 해 총 서른여섯개의 오 젝트를 제

작하 다. 그리고 2D 오 젝트와 3D 오 젝트의 다양한 

조합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 다. 

(그림2) 양안시차 범 의 (0° ~ 3°)

4. 돌출거리 측정

  돌출거리 측정 시, 피험자들은 측정기를 통해 2D 오

젝트와 3D 오 젝트가 혼합된 콘텐츠를 보게 된다. 피험

자는 콘트롤 스 치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아래로 이동

시킴으로써 2D 오 젝트와 3D 오 젝트가 동일평면상에 

있도록 맞추게 된다. 그러면 계측디스 이에 반사거울의 

이동거리(측정값)를 표시되고, 이 값을 통해 돌출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림3)은 3D 오 젝트와 2D 오 젝트는 

화면 가운데에 아래로 배치하 을 때, 양안시차 –1°, 

-2°를 피험자가 어떻게 인지하 는지를 보여주는 그래

로, 안간거리가 6.5인 7명에 한 데이터이다.

(그림3) 돌출거리 측정결과. y축은 돌출거리, x축은 

3D 오 젝트의 양안시차이다. 3D 디스 이 모니

터의 치를 0으로 두고, 모니터의 앞은 –값, 뒤는 

+값으로 설정하 다.

5. 결론

  우리는 3D 콘텐츠에 한 여러 라메타를 세 하게 측

정하기 해 3D 콘텐츠 깊이 측정기와 이에 합한 콘텐

츠를 제작하 다.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체

시에 향을 주는 다양한 라메타를 밝 가야 될 것이다. 

이는 오 젝트의 크기나 모양, 색상, 밝기 등과 같은 오

젝트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고, 피험자의  상태(정상인

이나 내·외사시가 있는 환자 등)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런 라메타들을 밝히고, 각 라메타 변동이 입체

시에 주는 향을 DB화하여, 검안을 한 최 의 콘텐츠

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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