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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의료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영상 촬영장비 (CT, PET, MRI)는 

촬영 결과가 체적 영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영상을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D 모니터를 통하여 결과를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D 

모니터가 아닌 입체 표시장치를 적용하면 관찰자가 깊이감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 표시장치를 이용한 증강현실을 의료분야에 적용 

할 경우, 입체 영상을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검증하고, 입체 

표시장치를 적용할 때 깊이감 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를 조사하여 관찰자에게 효과적인 깊이감을 제공하는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찰자가 사물을 바라볼 때 깊이감을 인지하는 구성 요소 중 본 

연구에서는 양안의 수렴, 조절,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대하여 진행 

하였으며, 실험에 적용된 입체 표시장치는 23 인치 3D 모니터 (안경 

방식-shutter system)를 사용하였다.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에 대한 실험은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을 기준 

으로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으로 거리 차이값을 -120픽셀(입체 표시 

장치 화면 기준에서 뒤로 673mm)에서 +120픽셀(입체 표시장치 화면 

기준 관찰자 방향으로 앞으로 230mm)까지 12픽셀 간격으로 20가지 

패턴을 제작하였으며, 조절은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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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비례하여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영역에 조건이 다른 흐린 효과를 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는 같은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 조건에서 패턴 

(circle type)의 지름을 200픽셀 (53.1mm)에서 800픽셀 (212.4mm) 

까지 50픽셀 (13.3mm) 단위로 13개의 실험영상을 제작하여 크기 

변화에 따라 인지되는 깊이감의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관찰자가 인지하는 깊이감은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는 입체 

표시장치 화면 기준 앞에 상이 형성되는 것이 뒤에 형성되는 것 대비 

관찰 만족도가 24.4% (평가 결과 평균- 앞에 위치: 83.5%, 뒤에 위치: 

59.1%) 높게 나타났으며, 화면의 앞으로 138mm~159mm구간에 상이 

형성될 때 효과적이고, 조절은 입체 표시장치 화면의 중앙에서 주변부로 

차례대로 흐린 효과를 인가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는 깊이감 인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입체 표시장치를 이용하여 깊이감 효과를 형성 

할 때 입체 표시장치의 크기와 관찰자의 시청 거리를 고려하여 좌/우 

영상을 제작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찰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깊이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주시야 영역 외는 흐린 

효과를 인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주요어: 입체 표시장치, 증강현실, 수렴, 조절, 깊이감 인지,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 

학  번:  2013-2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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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의료 환경에서의 증강현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이란, 실존하는 환경에 3차원의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을 합성하여 관찰자에게 3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surgery), 진단 (diagnosis), 

원격진료 (telemedicine)등의 분야에 적용 및 연구되고 있다[1, 2]. 

수술분야에서 적용되는 예로는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으로 

특수 카메라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 (laparoscopic 

surgery)에 적용되고 있다. 복강경 수술에 입체 표시장치의 적용은 

1992년도에 처음 연구되었다[3]. 두 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장비를 

환자의 체내에 넣어 관찰 부위를 촬영하고, 외부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이 구현되며 관찰자는 입체 표시장치의 구현 방식에 

맞는 특수한 안경을 착용하고 촬영된 영상을 3차원으로 인지하는 

구조로 구성된다[4]. 

로봇을 이용한 수술 (robot surgery)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가 환자에 직접 시술하지 않고 로봇이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환부를 관찰하는 의사는 입체 표시장치로 관찰하며 

손으로는 햅틱 (haptic) 장비를 제어하고, 햅틱 장비는 시술하는 로봇 

시스템에 동기화되어 동작하는 구조를 갖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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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사용되는 목적은 2D기반으로 진행되는 진단대비, 2D기반에 

3D정보를 함께 분석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촬영된 CT 

데이터와 입체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환부를 입체적으로 관찰하여 

진단하는 연구[6]와 입체 영상 (stereoscopic image)을 기반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경우는 영상 촬영을 좌안용과 

우안용 2장을 촬영하고 이를 입체 영상으로 사용하여 관찰하는 방식 

으로 일반적인 필름 한 장으로 진단하는 방식 대비 높은 검진 정확도 

결과를 나타냈다[7]. 

원격진료에서 검토하는 증강현실은 현장감과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진단 및 수술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수술 및 진단 

분야의 영상 표시장치 기술과 진단 및 수술을 진행하는 현장과의 실시간 

중계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8, 9].  

원격진료에 대한 연구 중 가변 내시경 (flexible endoscope)으로 

기관지경 시술 (bronchoscopic intervention)을 서로 다른 방식의 입체 

표시장치 (anaglyph, shutters, polarized, separated-HMD)를 기반 

으로 하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목표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발생 

하는 충돌 횟수/비율, 완료시간, 깊이감 효과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발표되었다[8]. 연구결과는 같은 입체 영상을 구현방식 이 다른 

입체 표시장치를 사용할 때 상기 검사 항목에서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료시술훈련 (medical training) 분야에서 연구되는 좌/우 영상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주 요인은 사용자에게 2D 영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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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해부학적 특징의 공간적 이해도를 제공하고 수술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10].  

상기 서술된 의료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증강 현실을 구현하는 

입체 영상표시기술은 스테레오스코피 (stereoscopy-양안시차를 이용하 

여 입체감을 제공, 좌안용과 우안용 2장의 영상으로 구현) 방식을 

적용하여 관찰자에게 입체감을 제공한다.  

 

 

제２절 입체 표시장치 

 

상기 1절의 증강현실 구현에 적용되는 입체감을 제공하는 입체 

표시장치는 좌안용 영상과 우안용 영상 두 장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구현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stereoscopic display)를 사용 한 

것이다. 

관찰자가 사물을 바라볼 때 입체감을 인지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입체 표시장치를 구현한다. 양안으로 상을 바로 볼 때 3차원 공간으로 

인지하는 것은 한쪽 눈에서 인지되는 상은 2차원이지만, 사람의 눈은 

좌안과 우안이 수평방향으로 거리 차이 (약 6.5cm)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좌안과 우안의 시차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좌/우 영상의 정보가 사람의 뇌에 

전달되면 깊이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사람의 

좌안과 우안에 인지되는 상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관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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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과 우안에 독립적으로 제공하여 관찰자가 입체감을 인지하게 만드는 

입체 표시장치를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라고 한다.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의 기술 분류는 구현 방식에 따라 안경 

방식과 무 안경 방식으로 구분되며, 안경 방식은 active 방식과 passive 

방식으로 구분된다.  

착용하는 안경의 종류에 따라 active 방식은 shutter system으로, 

passive 방식은 polarization, color anaglyph system으로 구분되며, 무 

안경 방식은 구현 방식에 따라 렌티큘러렌즈 (lenticular lens), 패럴 

랙스 배리어 (parallax barrier)방식으로 구분되며 무 안경 방식은 auto 

stereoscopy로 표현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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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viewer 기술에서 안경 방식과 무 안경 방식의 기술 분류를 

나타내는 그림[12]. 

 

 

제３절 입체 표시장치의 문제점 

 

입체 표시장치의 문제점은 스테레오스코피 방식의 구현원리에서 발

생한다. 실제 환경에서 사람이 깊이감을 인지하는 데는 공간의 거리와 

양안의 초점의 거리가 같다. 그러나 스테레오스코피 방식은 이차원 영상

표시장치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좌 영상과 우 영상을 관찰자에게 제공

하여 입체감을 구현하므로 사물의 실제 위치 (이차원 영상표시장치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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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와 양안의 초점거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시청 피로감은 그림 2의 A와 같이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의 구

현원리에서 발생하는 양안의 수렴 거리 (vergence distance)와 초점거

리 (focal distance)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A 입체감을 인지하는 실제 환경과 입체 표시장치에서의 수렴 

거리와 초점거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 B 양안의 수렴 거리와 초점거

리 차이에 따른 시청 편안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13]. 

 

시청 피로감 관련 시청 거리와 상의 형성되는 거리의 상관관계를 연

구한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13]. 시청 거리 (focal distance)에 따른 

입체 표시장치에서 형성되는 상의 위치 (vergence distance)의 상관관

계에 따른 관찰자의 시청 피로감에 대한 연구로 그림 2. B에서 노란색 

영역은 관찰자가 편안감을 인지하는 영역이고 녹색 영역은 양안의 수렴 

거리와 초점거리 차이변화의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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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표시장치를 구현하는 안경 방식과 무 안경 방식에 따른 차이점

은 안경 방식은 3D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안경

의 방식 (shutter system vs polarize system)에 따라 해상도의 차이와 

밝기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무 안경 방식은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안경 방식 대비 제한된 시청 영역과 해상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관찰자에게 최적화된 입체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입체 영

상 표시장치의 조건 (디스플레이 크기-픽셀 피치)과 시청 거리가 고려

되어야 하고 관찰자가 입체감을 인지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검토해야 한

다. 좌 영상과 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disparity)에 따라 그림 3

과 같이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기준으로 앞에 형성될 수도 있고 뒤에 형

성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에 의해 입체 표시

장치의 화면기준으로 형성되는 물체 (Object)의 위치 변화와 입체 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 픽셀의 크기, 관찰자의 시청 거리의 상관관계 분석과 

상기 조건이 변화할 때 관찰자 인지하는 깊이감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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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체 표시장치에서 관찰 물체의 형성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관찰자가 깊이감을 인지하는 원리로는 양안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단 안을 기반으로 하는 원리가 존재한다. 양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수

렴 (vergence), 양안시차 (binocular disparity), 조절 (accommodati 

on), 단 안의 경우 물체의 크기변화가 있다[15]. 

양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영역을 제외한 부분 

흐리게 할 경우 관찰자가 2D 화면에서 깊이감을 인지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4, 15, 17].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적은 조건들을 기반으로 입체 표시장치를 사용 

시 관찰자가 인지하는 최적의 깊이감을 갖는 조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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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연구 방법 

 

연구의 진행은 입체 표시장치에서 관찰자가 사물을 바라볼 때 깊이

감을 인지하는 원리를 분석하고, 깊이감을 인지하는 각 구성 요소에 해

당하는 테스트패턴과 구현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 분석

을 하였다. 실험은 23인치 3D 모니터 (3D 구현 방식-shutter system 

방식)를 사용하였으며, 테스트 영상은 MATLAB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

며, 영상은 PC를 사용하여 3D 모니터에 구현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실

험 대상자는 20명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진행 후 결과분석은 평균값과 

표준편차, 일원 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제１절 깊이감 인지 

 

깊이감 인지 (depth perception)이란, 관찰자의 좌안과 우안으로 2

차원의 정보가 각각 전달되고 이를 기반으로 거리, 깊이 또는 삼차원 공

간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사람이 사물을 관찰하면서 깊이감을 

인지하는 요소로는 양안의 수렴 (vergence of the eyes), 조절

(accommodation of the lens), 양안시차 (binocular disparity), 운동시

차 (motion parallax), 물체 크기 (relative size)등으로 구성된다[14]. 

양안의 수렴은 사람이 물체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물체의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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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양안의 각도변화 때문에 깊이감을 인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그

림 4의 수렴과 같이 가까운 물체에 양안의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와 먼 

거리의 물체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양안의 각도변화가 발생하고, 사람은 

이를 기반으로 깊이감을 인지하게 된다. 

조절은 렌즈의 초점 효과와 연관된 것으로 렌즈의 초점을 맞은 영역

은 상이 선명해 지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영역은 상이 흐려진다. 즉, 사

람의 눈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양안으로 물체를 바라볼 때 바

라보는 곳(초점이 맞추어진 곳)은 선명하게 인식되고, 바라보는 물체 이

외의 영역은 흐릿하게 인식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4의 조절에서 검은 원안의 하얀 큰 사각형을 바라볼 때 작은 

사각형을 인지하는 것이 real pattern에서는 선명하게 된 것이나, 사람이 

인지하는 것은 perceived pattern에 보이는 것처럼 흐릿하게 인지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4. 양안의 수렴위치 변화와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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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시차는 사람의 양안 구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

의 양안은 수평으로 약 65mm의 간격을 갖고 좌안과 우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평방향으로 서로 다른 거리의 물체를 바라볼 때 그림 5에서 

기준이 되는 물체 (point of fixation-blue point)와 거리가 다른 물체 

(red point)가 각각 좌안과 우안의 망막 (retina)에 상이 맺히는 거리의 

차에 의하여 깊이감을 인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5. 양안시차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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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차는 망막 상에서 가까운 대상과 먼 대상의 이동속도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관찰자가 움직일 때 가까운 물체의 이동은 빨리 움직이

는 것처럼 인지되고 멀리 있는 물체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

는 것처럼 인지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관찰자가 사물을 

바라볼 때 깊이감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물체 크기는 단 안 (한쪽 눈)에서 인지되는 물체의 크기에 대한 것

으로 같은 크기의 물체를 한쪽 눈으로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6과 같이 같은 크기의 붉은색 원형 패턴과 파란

색 원형 패턴이 서로 다른 거리 D1과 D2에 위치할 때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 차이에 따라 인식되는 크기는 붉은색 원형 패턴이 크게 인지

되는 것이다. 

 

 그림 6. 단안 기준 같은 크기 물체의 거리변화에 대한 크기인식을 나타

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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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입체 표시장치 구현 

 

실험에 사용된 입체 영상은 MATLAB을 사용하여 사이드 바이 사

이드 포맷 (side by side format)으로 제작하였다. 영상 패턴은 해상도 

1,920 x 1,080픽셀을 기준으로 수평 해상도의 중앙을 기준으로 1~960

픽셀은 좌 영상 961~1,920픽셀은 우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패

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구현하였으며, 영상 포맷 설정을 사이

드 바이 사이드로 선택하면 960x1,080픽셀의 좌 영상을 1,920x1,080

픽셀로 수평방향으로 확대 (scale up)하여 한 장의 1,920x1,080픽셀 

영상으로 변환된다. 마찬가지로 961~1,920픽셀의 우 영상도 수평방향

으로 확대하여 한 장의 1,920 x 1,080픽셀 영상으로 변환되어 두 장의

(좌영상과 우영상) 영상이 그림 7과 같이 생성된다. 

3D 안경 (shutter glasses)의 동작은 그림 8과 같이 입체 표시장치 

(3D monitor)에서 발생하는 동기신호와 동기 되어 좌안과 우안을 번갈

아 on / off 하여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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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영상포맷과 3D 구현할 때 시 순차 구동방

식에서의 좌/우 영상을 나타내는 도식도. 

 

 

그림 8. 입체 영상의 시 순차 구동방식과 3D 안경의 동작 원리에 대한 

그림.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좌안용 영상과 우안용 영상의 사각 패턴

(fixation pattern)과 원형 패턴 (moveable pattern)으로 구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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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패턴은 입체 표시장치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사각 패턴은 

48개로 구성하였다. 원형 패턴은 좌안용 영상과 우안용 영상의 좌/우 수

평방향의 거리 차이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패턴으로 화면중심에 위치

하도록 제작하였다.  

사각 패턴은 화면 영역의 흐린 효과 (blurring effect)인가를 고려하

여 화면을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

도록 제작하였다. 주 관찰 영역의 관심물체 크기변화와 깊이감 인지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화면중심의 원형 패턴 지름 크기를 200

픽셀 (53.1mm)에서 50픽셀 (13.3mm) 단위로 800픽셀 (212.4mm)까

지 13가지의 조건으로 제작하였다. 

실험패턴은 수렴 위치변화, 조절,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대하여 

제작하였다. 제작조건은 수렴 위치변화에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조절,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대한 실험용 패턴을 제작하였다. 즉 수렴 위치

변화의 예비실험을 선행하여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흐린 효과가 적용되

는 조절 실험패턴을 제작하였으며,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대한 실험패

턴도 수렴 위치변화의 예비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조절과 관

찰 물체의 크기변화 실험패턴은 상호 독립적으로 제작하였다. 

실험패턴은 회색 (grey level)으로 제작하였다. 회색으로 제작한 이

유는 움직이는 패턴 (moveable pattern)의 좌 영상과 우 영상의 위치가 

다르므로 입체 표시장치의 구동방식 (시 순차 구동방식-time sequen 

tial)에서 발생하는 크로스토크(crosstalk-좌/우 영상이 불완전한 분리 

때문에 한쪽 영상에 다른 시점의 영상이 겹쳐 보이는 현상, 크로스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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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겹쳐 보이는 상으로 인식)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실

험에 사용한 3D 모니터 액정응답 속도 (grey to grey) : 3ms), black과 

white로 패턴을 제작할 경우 좌/우 영상에서 크로스토크 현상이 발생한

다. 

 

 

그림 9. 3D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상이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

는 그림.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서 컬러로 제작된 입체 영상은 좌/우 

영상의 색채 불일치 (color mismatch)로 발생하는 입체 영상의 왜곡 

(distortion)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6, 20].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회색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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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항 수렴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 실험패턴은 좌안용 영상과 우안용 영상이 입

체 표시장치 화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수평방향 거리 차이를 –에서 +값

으로12 픽셀 간격으로 20장의 패턴을 제작하였다. 

 

 

그림 10.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에 사용되는 영상 패턴(사이드 바이 사

이드 포맷)을 나타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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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에 사용되는 영상 패턴 (3D 구현 시)을 

나타내는 그림. 

 

그림 11에서 원형 패턴 (moveable pattern)은 좌안용 영상과 우안

용 영상의 수평방향으로의 거리 차이 (disparity)가 존재한다. 사각 패

턴 (fixation pattern)은 좌안용 영상과 우안용 영상에서의 패턴의 위치

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값 

(disparity value)이 0으로 3D 기능으로 변환할 경우 입체감이 없는 

2D 영상이 된다. 반면 그림 12와 같이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값이 - 

는 원형 패턴이 관찰자 기준으로 입체 표시장치 화면의 뒤에 형성되고, 

+ 는 앞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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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값의 변화에 따른 관찰 물체의 위치 변

화를 나타내는 그림.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값 범위 (disparity value range)

에 대하여 디스플레이 픽셀의 크기 (pixel pitch), 좌/우 영상의 수평방

향 거리 차이와 시청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그림 13, 14와 같이 상이 형

성되는 위치를 거리로 환산 할 수 있다. 입체 표시장치 화면에서 같은 

픽셀의 차이를 갖고 있어도 상이 화면 기준으로 뒤에 형성되는 것과 앞

에 형성될 때 거리 (disparity value range X)의 차이를 갖게 되며, 이

러한 차이는 그림 13, 14와 같이 서로 다른 계산 방식에 의하여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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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값과 시청 거리에 따른 관찰 

물체의 거리 계산 (입체 표시장치 뒤 형성)을 나타내는 도식도. 

 

그림 14.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값과 시청 거리에 따른 관찰 

물체의 거리 계산 (입체 표시장치 앞 형성)을 나타내는 도식도. 



 

 

- 21 - 

제２항 수렴 위치변화 예비실험  

 

조절과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대한 실험패턴을 제작하기 전에 수

렴 위치변화에 대한 예비실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두 

조건의 원형 패턴의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 10명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진행결과는 그림15와 같이 입체 표시장치 화면 기준 앞으로 

138mm~159mm구간에서 가장 높은 평가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15.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에 따른 깊이감 인지 예비 실험결과 평

균값 비교 그래프. 

 

실험결과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값 (disparity valu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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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디스플레이 화면 기준 앞으로 138mm에 위치)을 기준으로 조절

과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대한 실험패턴을 제작하였다. 

 

 

제３항 조절 

 

실험에 사용된 패턴은 입체 표시장치 화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4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주시야 영역의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가 존재

하는 원형 패턴 영역은 흐린 효과가 없는 선명한 패턴으로 제작하고 원

형 패턴의 영역을 제외한 사각 패턴의 영역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림 17과 같이 흐린 효과를 적용하였다. 흐린 효과는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인가하였다. 

 

2차원 공간에서의 가우시안 필터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x 는 기준점으로부터 수평방향의 거리.  

y 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직방향의 거리. 

σ 값은 가우시안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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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효과의 적용조건은 x, y 값을 3x3, 9x9, 15x15픽셀 3가지의 

조건으로 하였으며,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사각 패턴 영역에 표 1과 같

이 적용하였다. 

 

표 1. 입체 표시장치 화면 영역별 가우시안 필터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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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조절 효과 실험에 사용되는 영상 패턴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을 나타내는 그림. 

 

그림 17. 조절 효과 실험에 사용되는 영상 패턴 (3D 구현 시)을 나타내

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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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항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 

 

양안의 수렴위치가 같은 조건에서 입체 표시장치 화면 중앙의 원형 

패턴의 크기변화에 대한 깊이감 인지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입체 표시장치 화면 중앙에 있는 원형 패턴의 

크기변화로 진행하였으며, 크기변화는 표 2의 조건으로 원형 패턴의 지

름을 200픽셀 (53.1mm)부터 800픽셀 (212.4mm)까지 50픽셀 

(13.3mm) 단위로 13가지 조건으로 제작하였다. 

 

표 2. 원형 패턴의 지름 변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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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따른 실험 영상 패턴을 나타내는 그

림. 

 

 

제３절 실험 진행 

 

실험에 적용된 입체 표시장치는 23 인치 3D 모니터 (3D 구현방식: 

active- shutter system, 화면 해상도: 1,920 x 1,080, 화면의 대각거

리 (diagonal): 58.42cm, 픽셀 피치 (pixel pitch): 0.265mm)를 사용하

였으며 시청거리는 700mm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시청거리는 23인치 모니터를 사용하는 실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하

였다. HDTV의 시청거리 계산은 영상표시장치 화면의 대각 거리x1.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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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험에 사용한 모니터의 시청거리가 950mm가 된

다. 또 다른 계산 방식은 THX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영상표시장치 화면

의 대각 거리 x 1.2의 계산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700mm가 된다[18]. 상기 두 조건과 관찰자가 모니터를 실생활에서 사

용하는 시청거리 (약 600mm~800mm구간)를 고려하여 시청거리는 

700mm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9. 실험 환경 (3D 모니터, 3D 안경-shutter glasses) 조건을 나

타내는 그림. 

 

실험 대상자는 20명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으로 진행하였다. 실

험은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 조절,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 항목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실험 평가는 영상 한 장당 10초 동안 보여주고 설문에 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항목 사이에 1분의 휴식시간을 갖고 진

행하고, 결과분석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과 평균,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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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실험 결과 

 

제１절 수렴 위치변화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에 의한 깊이감 인지변화에 대한 실험으로 제

2장 1절에서 제작한 테스트패턴을 실험 대상자에게 진행하였다. 설문지

의 평가구분표는 깊이감을 인지하는 단계를 5단계 (bad(1), not bad(2), 

good(3), very good(4), excellent (5))로 구분하였으며, 실험 진행은 

20가지 조건을 관찰하고 평가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p-value 0.029로 관찰자 간 평가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의 거리 차이값 (disparity value)이 

60~72픽셀 (입체 표시 장치 화면에서 관찰자 방향으로 138~159mm) 

범위에서 높은 평가의 결과로 나타났다.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기준으로 관찰 물체의 상이 앞에 형성되는 것

이 뒤에 형성되는 것 대비 관찰 만족도가 24.4% (깊이감 평가 결과 평

균-앞에 형성: 83.5%, 뒤에 형성: 59.1%) 높게 평가되었고, 좌/우 영상

의 수평방향의 거리 차이가 작을 때 보다는 큰 값일 때 높은 평가를 받

았다. 그러나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의 거리 차이값이 큰 -128, -108, 

+120에서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관찰자들은 상기 조건에서 초점을 맞

추기 어렵다, 상이 흔들린다, 어지럽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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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에 따른 깊이감 인지 결과. 

 

 

그림 20.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에 따른 깊이감 인지 실험결과 비교 그

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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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에 따른 깊이감 인지 실험결과 평균값 

비교 그래프. 

 

깊이감 인지는 같은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의 거리 차이값을 갖고 

있어도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기준으로 뒤 (disparity value-)와 앞 

(disparity value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값을 갖는 영상은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면 기준으로 뒤와 앞에 형성되는 것을 구분할 수 없

다. 단지 좌/우 영상의 수평방향 거리 차이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인지

된다. 그러나 같은 크기의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가 화면의 뒤와 앞의 

같은 거리 (깊이)에 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절댓값이 

같은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값이라도 화면의 앞과 뒤에 상이 형성되는 

거리가 서로 다르게 된다. 

실험결과 깊이감 인지는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기준으로 관찰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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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앞에 위치할 경우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체 

표시장치의 크기와 시청거리를 기준으로 입체 영상 (stereoscopic 

image)의 좌/우 영상의 거리 차이값을 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제２절 조절 

 

입체 표시장치 화면의 중앙에 있는 원형 패턴 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에는 서로 다른 흐린 효과를 인가하여 10개의 조건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관찰자 평가는 good(1), very good(3), excellent(5)의 3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분석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 p-value 0.025로 관찰자 간 평

가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절 효과에 의한 깊이감 인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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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조절 효과에 따른 깊이감 인지 실험결과 비교 그래프. 

 

 

그림 23. 조절 효과에 따른 깊이감 인지 실험결과 평균값 비교 그래프. 

 

실험결과 관찰자가 바라보는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중심의 원형 패

턴 영역 외에 흐린 효과를 인가할 경우 깊이감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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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표에서 조건5에서 깊이감 인지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조건3, 5, 6, 8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각 조건은 표 4를 참

고하면 region 2에는 적은 양 (3x3)의 흐린 효과와 region 3, 4에는 많

은 양 (9x9, 15x15)의 흐린 효과가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제３절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 

 

실험결과 관찰자가 바라보는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중앙에 있는 원

형 패턴의 크기변화에 따른 깊이감 인지 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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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고   찰 

 

본 논문은 의료영상 촬영장비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한 증강현실 구

현에 필요한 가상현실 공간을 제공하는 입체 표시장치 기술 분야 중 스

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경우 관찰자가 인지하는 깊이감 인지

에 고려해야 하는 인자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안의 수렴 위치

변화, 조절, 관찰 물체의 크기변화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방식은 안경 방식과 무 

안경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안경의 착용 

여부에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무 안경 방식은 관찰자의 시청 영

역이 한정되고 안경 방식은 관찰자의 시청 거리가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 안경 방식은 시청위치가 한정되어 있어 시청위치를 

벗어나는 경우 좌/우 영상이 반전 (pseudoscopy)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안경 방식은 시청위치가 변화하여도 좌/우 영상이 독립적으로 안경

에 의하여 관찰자의 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체감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시청 위치의 변화에 따른 인지되는 상이 왜곡되는 것이다

[10]. 이러한 현상은 깊이감은 인지되나 정확한 거리를 해석하는데 한

계점이 존재하게 된다. 정해진 위치에서 상을 바라볼 경우도 상이 형성

되는 위치에 따라 인지되는 물체의 크기가 그림 24와 같이 변화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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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관찰 물체의 형성 위치에 따라 인지되는 크기변화를 나타내

는 그림.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상에서 같은 크기의 상이 화면의 뒤에 형성되

는 경우가 앞에 형성되는 것 대비 크게 인지된다. 이 경우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화면을 바라볼 때 두 조건의 상의 크기는 같다. 

입체 표시장치에서 시청 거리 변화는 본 논문에서 계산한 상의 위치 

계산에서 시청 거릿값이 변화되는 것으로 상의 위치의 변화가 발생하여 

인지되는 물체의 크기도 변화하게 된다.  

단순 입체감을 인지하는 기능이 아닌 정확한 거리 해석을 위해서는 

상의 형성 위치를 기반으로 시청위치 변화에 따른 인지되는 물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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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픽셀 크기, 시청 거리, 좌/

우 영상의 거리 차이값으로 상의 형성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같은 입체 영상을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경우 해당 디스플레이

에 맞는 시청 위치에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시청 위치

가 아닌 곳에서 관찰하게 될 경우 관찰자가 인지하는 상은 변화(크기변

화)가 발생하게 된다.  

같은 스테레오스코피 영상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입체 표시장치로 

관찰하는 상황에 해당하며, 같은 영상을 서로 다른 곳에서 관찰하는 원

격 진료가 이에 해당한다[9]. 다른 입체 표시장치를 사용하여 같은 영상

을 관찰할 경우, 반드시 사용하는 입체 표시장치의 정해진 시청위치에서 

관찰해야 한다. 

안경 방식의 입체 표시장치는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다. 

안경 착용의 불편함을 제거한 기술로써 무 안경 방식의 개발이 진행 중

이나 아직 보편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 안

경 방식의 가장 문제점은 한정된 시청영역과 영상의 해상도가 감소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의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해상도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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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무 안경 방식 3D(parallax barrier, lenticular lens)의 해상도 

감소현상을 나타내는 그림[12]. 

 

 

그림 26. 입체 표시장치에서 시청 피로감 개선을 위한 조절과 수렴 모

델링 도식도[19].  

 

입체 표시장치의 관찰자 시청 피로감 관련 발생원인, 평가 및 최소

화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16, 19, 20]. 

서론에서 기술된 시청 피로감 관련 양안의 수렴 거리와 초점거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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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에 대한 시청 피로감의 상관관계 도표에 본 논문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를 반영한 결과는 그림 27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27. 양안의 수렴 거리와 초점거리 차이에 따른 시청 편안감의 상

관관계 도표[13]에 실험결과를 반영한 도식도. 

 

그림 27에서 시청거리 0.7m에서 시청 피로감이 없는 구간은 입체 

표시장치의 뒤로 0.5m에서 앞으로 0.3m 구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의 실험 결과를 반영하면 상의 형성 위치가 깊이감 인지 실험 결과 큰 

값으로 나타난 입체 표시장치의 화면 기준 앞으로 138mm~159mm 구

간을 그림 27에서 적용하면, 시청 거리 (focal distance) 0.7m 기준으로 

0.54~ 0.56m의 수렴 거리 (vergence distance)에 위치하게 되고, 이는 

관찰자가 인지하는 시청 피로감이 없는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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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진행된 입체 표시장치의 깊이감 인지 최적화에서 관찰

자가 인지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관찰자의 깊이감을 인지하는 결과를 정확한 수치상으로 해석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더욱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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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   론 

 

의료영상 촬영장비의 촬영 결과물인 체적 영상을 이용한 스테레오스

코픽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입체 영상을 제작할 때 관찰자의 깊이감 인

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 조절, 관찰 물체의 크

기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양안의 수렴 위치변화와 조

절은 깊이감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관찰 물체의 크기

변화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자에게 효과적인 깊이감을 제

공하는 방안으로 관찰자가 바라보는 물체의 위치를 입체 영상표시장치의 

화면 기준으로 관찰자 방향으로 형성하고 관찰자가 바라보는 주시야 영

역을 기준으로 주변 영역에 흐린 효과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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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imaging equipment (CT, PET, MRI) used in a medical 

setting produces the results in the form of the volumetric data. 

Currently, these imaging results are observed in the ordinary 

monitor. However, users can perceive more information using a 

stereoscopic display device.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generating stereoscopic images when applying augmented reality 

using a stereoscopic display device to the medical field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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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s component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developing depth 

perception in order to identify optimal conditions which provide the 

users with effective depth perception.  Among the elements that an 

user perceives depth when observing an object, vergence of both 

eyes, accommodation and size variation of the observed object were 

examined using an 23” 3D monitor (stereoscopic shutter system) in 

this study. 

For experimentation with position change of vergence of both 

eyes, 20 patterns at the interval of 12 pixels were developed from 

horizontal distance disparity values between two images on the both 

left and right side in the screen from -120 pixels (673 mm in the 

back towards the user) to +120 pixels (230mm in the front towards 

the user). For accommodation, the screen of the stereoscopic 

display device was segregated into 4 sections proportional to 

distance from the center. And then, blurring effect with different 

conditions was applied to 3 sections except the center section. 

Lastly, in order to observe the change in depth perception 

depending on the size change of the object, 13 different patterns 

were made by changing the diameter of a circle type between 200 

pixels (53.1 mm) and 800 pixels (212.4 mm) at the interval of 50 

pixels (13.3 mm)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disparity of the image 

from both the right and the left is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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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show that, in the condition that the user could 

effectively perceive the depth, the user derived 24.4% higher 

observation satisfaction of the vergence of both eyes when an 

image was formed in the front from the stereoscopic display device 

screen compared to when the image is formed in the back of the 

screen.  The most effective depth perception was obtained when an 

image was formed in the front of the screen between 138 mm and 

159 mm. Accommodation turned out to be the most effective when 

the blurring effect was applied gradually from the center of the 3D 

display screen towards the peripheries. However, change in sizes of 

an object did not affect the degree of depth percep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ize of the image display device 

and the observing distance between the screen and the user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forming depth perception using a 

stereoscopic display device. Furthermore, applying the blurring 

effect to outside the main range of vision is an effective method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improved depth perception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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