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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3D 입체 영화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을 계기로 3D 디스플레

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3D 입체 디스플레이가 불쾌감과 

피로감을 유발 시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입체 디스플레이가 

계속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피로감과 불쾌감이라는 감정이 문제의 대상이라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비록 설문조사에 의해 문제의 대상이 파악되고 정량화 

되고 있지만 주관적이라는 설문조사의 특성 때문에 활용에 한계를 가진

다. 따라서 피로감과 불쾌감을 파악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

이 필요하게 되고 본 논문에서는 3D 입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체 반응

을 연구하여 간접적으로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 상태를 정량화하려

고 하였다.

 3D 입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쾌감 및 피로감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깊

이 표현, 원근 조절과 폭주의 불일치, 크로스톡 등 여러 현상들이 지목

되고 있다. 이런 모든 원인들에 의해 뇌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의 불일

치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불쾌감 및 피로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3D 입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체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뇌에 관한 생체 신호

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뇌파 측정 

방법 중 하나인 시유발전위(VEP, Visual Evoked Potential)를 생체 반

응 지표로 채택하고 3D 입체 디스플레이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주제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입체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관한 실험이고, 두 번째는 3D 입체 영화 시청에 

따른 반응 실험이다. 첫 번째 입체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관한 

실험에서는 3D 입체 영상에 대한 VEP 측정 결과의 P170-N120와  

P170-N250, 두 전위차가 입체 영상에 대해 입체감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3D 입체 영화 시청에 따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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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3D 입체 영화 시청에 따라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가 증가하

는 경향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VEP 측정 결과 2D와 3D 영상에 

대한 P170-N120 전위차 비율 차이가 비슷한 경향으로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입체 영상에 대한 VEP 측정 결과의 P170-N120 전위차

는 입체 인식에 대한 척도로써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3D 영화 시청에 

따른 피로도에 대한 정량화 값으로도 가능성이 있음을 본 논문에서 보였

다.

주요어 : 3D 디스플레이, 피로도, 휴먼 팩터, VEP

학번 : 2011-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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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800년대 입체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고안된 후 많은 사람들

이 보다 현실감 있는 입체 영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입체 영

상 구현 장치가 제안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 시켰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상업적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9년 3D 입체 영화로 제작된 ‘아바타’의 흥행 성공으로 많은 영화

들이 3D 입체 영화로 제작되어 발표되었고 가정에서도 입체 영상을 즐

길 수 있도록 축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바탕으로 3D 입체 디스플레이

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입체 영상이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상황에 입체 영상 사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

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1]

 하지만 3D 입체 디스플레이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입체 영상 시청에 

의해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유발되었다는 내용이 세계 여러 곳에서 보고

되고 국내에서도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2010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

상파 3D 방송에 의해 어지러움과 불편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로 발표 되었다.[2]

 이와 같이 3D 입체 영상이 주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은 입체 영상 사업

이 보다 널리 대중화되고 계속적인 성공을 이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피로감과 불쾌감이라는 감정이 문

제의 대상이라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현재까지는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없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개

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는 대부분 3D 입체 영상 시청에 대한 주관적

인 설문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 결과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피로감과 불쾌감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법을 위해 여러 연구

실에서 3D 입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체 반응을 연구하여 간접적인 정

량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가 진행 중인 방법으로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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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깜빡임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안과 측정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 

뇌파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3]

 3D 입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쾌감 및 피로감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깊

이 표현, 원근 조절과 폭주의 불일치, 크로스톡 등 여러 현상들이 지목

되고 있다. 이런 모든 원인들에 의해 뇌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의 불일

치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불쾌감 및 피로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3D 입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체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뇌에 관한 생체 신호

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뇌파 측정 

방법 중 하나인 시유발전위(VEP, Visual Evoked Potential)를 생체 반

응 지표로 채택하여 3D 입체 디스플레이의 생체 반응 파악을 위해 VEP

와 3D 입체 영상 시청에 대한 관계를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하고 분석하

였다.

 본 논문은 서론과 본론,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2장에

서는 3D 입체 영상과 뇌파 측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기술하였

고, 3장에서는 실험 구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4장은 입체 이미지에 대한 

VEP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방법으로 실험한 방법과 결과를 담았

고, 5장에서는 3D 영상 시청에 따른 VEP 반응을 2가지 방법으로 실험

하여 결과를 정리 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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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3D 디스플레이 원리 및 피로도 원인

 사람은 깊이나 거리를 판단하기 위해 양안시차, 빛과 그림자, 밀도 차, 

중첩, 상대적 크기, 선상원근법, 운동시차, 원근 조절 등 여러 시각 정보

를 이용한다. 위의 같이 입체를 느끼게 해주는 여러 요인 중에 현재 상

용화된 3D 입체 디스플레이는 그림 2-1과 같이 양안의 위치 차이에 의

해 각 눈에 입력되는 영상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양안 시차(Biocular 

disparity)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구현한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양안에서 각각 받아들인 영상 신호들은 시신경

교차(Optic chiasma)를 통과하여 외측슬상핵(Lateral geniculate 

nucleus)에서 압축되고 주요 시각 피질(Prime visual cortex)에 전달

되어 입력된 영상 정보를 분석하여 영상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해준

다. 이때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들, 양안시

차, 빛과 그림자, 밀도 차이, 중첩, 상대적 크기, 선상원근법, 운동시차, 

원근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분석하여 입체를 인식하게 된다.[4] 하

지만 3D 입체 디스플레이 시청에 따라 입력되는 거리에 관한 정보들은 

뇌에서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관계와 서로 일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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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양안 시차의 원리

그림 2-2. 영상 신호 처리 경로

[그림 출처: http://blog.naver.com/msnayana/801322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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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알려진 3D 입체 디스플레이에서 구현되는 입체 영상의 피로

감과 어지러움의 주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입체 결함 (Stereoscopic Disorders)

 입체 영상 제작과 디스플레이의 영상 구현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영상 제작에서 발생하는 keystone distortion, depth plane curvature, 

puppet thearte effect 등과 영상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발

생하는 picket fence effect, image flipping, crosstalk 등이 있다. 

[5,6]

2. 원근 조절과 폭주의 불일치 (Accommodation and Vergence 

Mismatch)

 사람 눈은 실제 사물을 볼 때 원근 조절과 폭주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

면서 조절되지만 3D 입체 디스플레이를 시청할 경우 눈의 원근 조절은 

디스플레이와의 거리로 고정된 상태에서 폭주만으로 입체감을 조절하기 

때문에 원근조절과 폭주가 실제와 다르게 조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7,8]

3. 과도한 깊이감 (Excessive screen disparity)

 사람의 양안시차 융합한계를 넘어선 깊이를 표현할 때 양안의 영상이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두 개의 개별적인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다.[9]

4. 디스플레이 상태와 안경

 디스플레이의 과도한 밝기나 명암비, 해상도 저하, 칼라 변화등과 안경

착용에 의해 피로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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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D 디스플레이의 생체 반응에 대한 기존 연구

 3D 디스플레이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방향은 설문 조사로 시

작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설문조사가 가지는 여러 한계로 인해 깊이 

있는 분석과 활용에 제약을 가진다. 따라서 여러 연구실에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측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눈과 뇌 두 부분에 대한 생체 

반응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졌다. 

 눈에 관한 연구로는 그림 2-3과 같이 눈의 깜빡임 주기를 측정하여 

2D 영화를 볼 때보다 3D 입체 영화를 볼 때 더 많은 깜빡임이 발생한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0] 다른 결과로는 다양한 안과 측정 방법을 이

용하여 2D와 3D 디스플레이의 차이를 보여준 연구 결과가 있다.[11]

 뇌에 관한 연구로는 그림 2-4와 같이 VEP의 P100 latency를 이용한 

방법과 EEG 스펙트럼과 P700 ERP 요소를 이용한 방법이 발표 되었

다. [12,13]

 위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3D 입체 디스플레이 시청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 반응에 대해 연구를 진행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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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D, 3D 영화 시청에 의한 눈의 깜빡임 주기 변화

그림 2-4 입체 조건에 따른 VEP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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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뇌파(EEG) 및 시유발전위(VEP)

 2.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3D 입체 디스플레이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눈에 대한 반응과 뇌에 관한 반응, 두 가지로 진행되

었지만 3D 피로도가 주로 뇌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뇌에 대해 반응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뇌를 연구하는 방법은 MRI(Magnet resonance imaging)와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MEG(Magneto  encephalo 

graphy), EEG(Electroencephalography) 방법이 있다. MRI, PET, 

MEG 모두  공간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문제로 개인

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장비로 측정이 가능하고 시간 분

석력이 뛰어난 EEG 방법을 선택하였다.

 EEG는 두뇌 안에 있는 neuron들의 이온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

적 신호 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한다. 일

반적인 측정 위치는 그림 2-5에 나와 있는 10-20 system 이나 

10-10 system을 따른다. 일반적인 사람의 EEG 신호는 두피 전극에서 

측정하였을 때 10uV에서 100uV의 전압차를 나타내고 경막하

(subdural)아래로 전극을 삽입하여 측정하였을 때 10 mV 정도의 전압

차를 나타낸다. 

EEG의 측정 방법은 크게 스펙트럼 방식과 ERP(VEP) 방법이 있다.

 - EEG 스펙트럼 측정 방법

 흔희 EEG라 불리는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두피 위치에 전극

을 부착하여 자극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 측정하고 기록된 전위차 데이터

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림 2-6와 같은 주

파수 영역을 주로 분석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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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0-20 측정 system

[그림 출처: http://www.bem.fi/book/13/13.htm]

그림 2-6 EEG 스펙트럼 측정 분석 주파수 

[그림 출처: http://www.bem.fi/book/13/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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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G spectrum 측정 방식을 이용해 3D 입체 영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영화를 같은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2D, 3D 모드만 변경해

서 시청하게 하고 그 동안 뇌파를 여러 위치에서 측정하여 기록된 결과

를 3분씩 나누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특정 주파수대에 있는 크기 

값들을 합산하여 그림 2-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서 2D, 3D 디

스플레이 시청에 따른 스펙트럼 결과들은 시간에 따른 일정한 변화를 보

이지 않고 무질서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EEG 스펙트럼 측정 방법은 

3D 입체 영상에 의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본 논문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하였다. 

 - VEP(ERP) 측정 방법

 ERP(Event-Related Potential)는 특정 자극에 대한 두피의 전위차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기록하여 연구하는 방법으로 자극에 따

라 원하는 두피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전위차를 기록하여 분석한다. 

VEP(Visual Evoked Potential)는 ERP의 한 방법으로 영상 자극에 대

해 시각피질에서 전위차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VEP에 관해 연구되는 내용은 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특정 

체크 패턴에 대한 반응 결과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 비정상이 나왔

을 때 뇌의 상태를 분석하여 비정상의 원인을 유추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VEP 측정 결과에 대해 이상이 생겼을 경우 표 2-1처럼 의학적인 

증상을 진단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물론 뇌 안의 뉴론 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전압차이가 발생하는 매카

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석 방법이지만 현대 과학에서 뇌 

안의 뉴론들을 분석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반응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조건들을 유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두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특정한 영상

을 입력으로 하여 결과로 도출되는 VEP 측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3D 

입체 영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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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D, 3D 디스플레이 시청 차이에 의한 EEG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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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c neuropathy(시신경병증) : VEP amplitude decrease 

§ Optic neuritis(시신경염) : an increase in P100 latency 

§ Ocular hypertension(안내압항진) : The prolongation of 

the latencies 

§ Glaucoma(녹내장)  

§ Diabetes(당뇨병) 

§ Toxic amblyopia(중독성 약시) 

§ Leber hereditary optic neuropathy(레버 유전시신경병증)

§ Aluminum neurotoxicity(알류미늄 신경독성)

§ Manganese intoxication(망간 중독)

§ Retrobulbar neuritis (구후시신경염)

표 2-1 비정상적인 VEP 측정 결과로 진단 가능한 증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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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구성

3.1 측정 장비

 

 생체신호 처리 분야 개발자 및 학생들의 실험 연구용으로 제작된 기기

를 본 실험 목적에 맞추어 개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기기의 주

요 성능은 다음과 같다.

§ 전압이득 : 10000 

§ high pass filter 차단 주파수 : 0.1 Hz

§ low pass filter 차단 주파수 : 50 Hz

§ 샘플링 주파수 : 200 Hz

§ 전압 측정 해상도 : 10 bit

§ 측정 값 30에 대한 실제 전압 : 10uV

그림 3-1 뇌파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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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프로그램 및 자극 영상

 특정 영상에 대한 VEP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입력된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출력

§  입력된 주기에 따라 입력된 영상 자동 변환

§  입력된 횟수에 따라 이미지 변환 반복

§  측정 장비와 통신하여 실시간 VEP 측정 data 저장

§  영상 변환 시점 저장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림 3-2 와 같이 Labview를 이용 본 실

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이즈 제거를 위해 필터를 적용시키고 정리 및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가진 3D 영상이 필요하다. 2D, 3D 

비교 실험을 위해서는 3D 디스플레이 전시용 영상으로 제작된 입체 뮤

직비디오(지나의 탑걸) 이미지를 캡쳐하여 평가에 사용하였고, 세부적으

로 입체 깊이와 영상 크기 등의 조건을 조절하는 실험을 위해서는 3D 

MAX 프로그램을 이용 실험 대상 영상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입체 깊이는 수렴 각도(폭주 각도)를 기준으로 조절 및 표시 하였는데 

1m의 시청거리에서 평균 양안거리 6.5cm를 고려하여 영상의 disparity

값으로 계산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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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VEP 측정을 위한 labview 제작 프로그램



- 16 -

3.3 측정 방법

 VEP 측정함에 있어 측정 자극과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ISCEV(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Electrophysiology of 

Vision) 표준을 참조하였다.[16] 하지만 ISCEV 표준은 단안 자극에 대

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표준으로 입체 영상에 대한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장비 한계로 인해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조건들도 있어 본 실험에서는 표 3-1, 3-2와 같은 측

정 자극 및 방법에 관한 조건으로 VEP 측정을 수행하였다.

 일반 영상의 평균 밝기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극 영상에 대한 

변환 영상으로 중간 밝기를 가지는 128 gary 회색 패턴을 사용 했다. 

또한 3D 입체 영상과 회색 영상을 0.5초 주기로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

한 결과 일반 체크무늬와 같은 2D 영상과는 다르게 입체 영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영상 변화 주기를 1초로 변경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기기의 노이즈 제거를 위해 low pass filter 차단 주파수를 50Hz

로 낮추고, 측정 시간을 고려하여 반복 측정 횟수를 50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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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EV 표준 실제 실험

영상크기 15° 이상 15° 이상

자극 영상 체크무늬 패턴 반전  
체크무늬 on-off

2D 또는 3D 영상과 
회색 이미지 반복 변환

자극 대상 단안 양안

평균 밝기 50 nit 계산 불가능

명암비 >80 >80

1초당 영상 

변경 횟수
2 1

ISCEV 표준 실제 실험

Active 전극 부착 위치 Oz Oz

Common reference 전극 부착 위치 Fz Fz

high pass filter 차단 주파수 1 Hz 0.1 Hz

low pass filter 차단 주파수 100 Hz 50 Hz

반복 측정 횟수 >64 50

표 3-1 표준 자극과 실제 실험 자극

표 3-2 표준 측정 방법과 실제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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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측정 결과 분석

 하나의 실험에서 자극 영상과 회색 영상을 100번 반복하여 회색 영상

에서 자극 영상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측정된 50번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그림 3-3과 같은 측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50번의 데이터 중 눈의 깜

빡임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오류로 판단되는 데이터는 눈으로 확인하여 

직접 제거하였다.

 0ms는 회색 영상에서 자극 영상으로 변환된 시점을 나타내는데 측정 

결과 파형은 사람 개인에 따른 차이, 자극 영상에 의한 차이, 전극 부착

에 의한 오차 등으로 인해 크기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결과 분석을 위한 정량화 값을 정하기 위해 여러 영상에 대해 사람들

을 반복 측정한 결과 대다수 측정 결과에서 첫 번째 negative peak와 

두 번째 positive peak, 세 번째 negative peak가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negative peak를 N120, 두 번째 positive peak를 P170, 세 번째 

negative peak를 N250으로 정의하고 결과 값은 P170-N120, 

P170-N250 두 개의 전위차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전극 부착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실험 참가자는 한번 전극을 

붙이면 한 주제의 실험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실험 중간에 측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사람과 영상 자극에 따라 측정된 전압 차이 크기 절대 값은 모두 다르

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절대 값이 아닌 비율 값으로 측정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전압 차이 간의 상대적인 크기의 비율을 구하고 참가자 수로 반

복 실험한 상대적인 비율 평균을 실험 결과로 도출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peak 점의 delay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peak 점의 전압 크기 변화만을 측정 결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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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0

P170

N250

그림 3-3 VEP 측정 결과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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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입체 이미지에 대한 VEP 측정 실험

 현재까지 VEP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체크무늬 패턴에 관한 것으로 일반 

영상에 관한 VEP 연구 결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임의의 영상에 대한 

VEP를 측정할 때에 영상 내용, 칼라, 밝기, 복잡도등 여러 조건들에 따

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런 조건들에 대한 VEP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뇌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3D 입체 영상이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

른 조건들은 모두 고정시킨 상태에서 2D와 3D 입체 구현 조건만을 조

절하여 그에 따른 VEP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의 차이와 3D 영상 입체 깊이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 차이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

사와 함께 VEP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4.1 2D 영상과 3D 영상에 대한 VEP 실험

 이 논문은 VEP와 3D 입체 영상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가장 근간이 되는 조건은 3D 입체 영상에 대한 VEP 측정값이 2D 

영상에 대한 VEP 측정값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2D 영상과 3D 입체 영상과의 VEP 측정 결과 차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 실험 방법 

§ 실험 참가 인원 : 9

§ 디스플레이 : 46inch FPR 3D TV

§ 시청거리 : 1m

§ 자극 영상 : 보석, 사람, 나비 3가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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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진행하면서 자극으로 사용된 2D 영상과 3D 영상의 밝기, 칼

라 및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안경은 항상 착용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3D 영상의 왼쪽영상을 오른쪽 영상으로 복사하여 

2D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2D 영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

극 영상은 3D 뮤직 비디오 동영상에서 각각 다른 내용, 칼라, 깊이를 가

지도록 그림 4-1, 4-2, 4-3과 같이 보석, 사람, 나비 3가지 영상을 

캡쳐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도중 실험 대상자가 모두 같은 곳을 응시할 

수 있도록 주시점을 정하여 실험 도중에는 주시점만 응시하도록 요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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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보석 영상

주시점: 보석

Vergence angle: 12.72°(Disparity: 158mm, 입체깊이: 598mm)

그림 4-2 사람 영상

주시점: 입

Vergence angle: 4.87°(Disparity: 20mm, 입체깊이: 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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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나비 영상

주시점: 나비

Vergence angle: 9.6°(Disparity: 103mm, 입체깊이: 4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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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VEP 결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수를 정의하여 VEP 측정 결과 

값의 peak 전압차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하였다.

§ Ratio1 : P170-N120 Amplitude of 3D image / 

P170-N120 Amplitude of 2D image

§ Ratio2 : P170-N250 Amplitude of 3D image /

P170-N250 Amplitude of 2D image

　 보석 사람 나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쥰 편차

Ratio 1 136% 29 162% 76 163% 59 

Ratio 2 136% 52 119% 29 125% 32 

표 4-1 2D 영상과 3D 영상에 대한 VEP 차이 실험 결과

 표 4-1의 측정 결과처럼 각 영상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3D 

영상의 VEP 전압차는 2D 영상의 VEP 전압차보다 크게 나왔다. 이 결

과는 사람이 3D 입체 영상 자극을 받게 되어 입체감을 인식하게 될 때 

일반 2D 영상 자극과는 다른 두뇌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두뇌 활동

에 의한 뇌파 변화를 VEP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에 나와 있는 것처럼 VEP 측정은 상대적인 비율 값으로 결과 

값을 정리하더라도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 값을 가진다. 이는 각 개인에 

따라 측정 결과의 변화폭이 크다는 것으로 통계에 의해 측정 결과가 유

의한 값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 모수를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실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실

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는 대신 평균값만을 정리함으로

써 실험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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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D 디스플레이 종류와 입체 깊이에 따른 VEP 실험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종류와 입체 깊이(disparity)에 따른 

VEP 결과를 비교해 각 조건에 따른 뇌의 반응을 파악해보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 실험 방법

§ 실험 참가 인원 : 5

§ 시청거리 : 1m

§ 3가지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

 1. Shutter 3D display, 표준 모드 (SG)

 2. FPR 3D display, SG와 같은 밝기로 조절(FPR_B21)

 3. FPR 3D display, 표준 모드 (FPR)

§ 영상 자극 : 4가지 다른 disparity의 보석 영상 

 각 디스플레이 상태에 따른 밝기는 표 4-2와 같고 영상 자극은 그림 

4-4와 같이 3D 뮤직 비디오에서 Vergence angle이 다른 보석 영상 3

개를 캡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Display luminance(nit)

　 SG FPR_B21 FPR

White 37.4 38.5 144.4 

Red 5.3 7.0 26.1 

Green 28.5 27.3 101.6 

Blue 3.1 3.5 13.5 

표 4-2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른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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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4가지 disparity 보석 영상

주시점: 보석,

 Vergence angle: 3.72°, 5.1°, 5.84°, 6.24°

(Disparity: 0mm, 24mm, 37mm, 4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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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VEP 결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수를 정의하여 VEP 측정 결과 

값의 peak 전압차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하였다.

§  Ratio1: P170-N120 Amplitude of  each image /

      P170-N120 Amplitude of 2D image

§  Ratio2: P170-N250 Amplitude of  each image /

      P170-N250 Amplitude of 2D image

 VEP 측정 결과는 그림 4-5, 4-6과 같이 3D 입체 영상의 disparity

와 디스플레이의 종류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밝기 변화에 따른 차이만 

Ratio1에서 두드러지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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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3D 디스플레이 종류와 입체 깊이에 따른 Ratio1 결과

그림 4-6 3D 디스플레이 종류와 입체 깊이에 따른 Ratio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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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 조사에 따른 입체 이미지에 대한 VEP 실험

 VEP 측정 결과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상 자극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 실험 방법

§ 실험 참가 인원 : 7

§ 시청거리 : 1m

§ 사용된 디스플레이 : FPR 3D TV

§ 자극 영상 : 크기와 vergence angle이 다른 13개의 제작된 영상

§ 설문 조사 : 각 자극 영상에 대한 VEP 실험 후 실시 

 자극 영상은 정확한 실험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3D 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4-7과 같은 비행기 영상을 제작하여 실험 자극 영상으

로 사용하였다. 영상 제작 조건은 vergence angle값을 조절하기 위해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여 vergence angle을 0,4,8,12 4개 값으로 조절

하였고, 영상 안의 비행기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카메라 거리를 10, 30, 

90m 3가지로 조절하여 총 12개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1개의 영

상을 카메라 기울임을 통해 error 영상으로 제작하여 총 13개의 영상을 

자극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3D 시범방송 설문 조사 결과 자

료’를 참조하여 표 4-3 과 같이 작성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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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3D MAX에 구현된 자극 영상

주시점: 비행기

어지러움이 

느껴지는가? 

(Dizziness)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높다 매우높다

1 2 3 4 5

눈의 피로가 

느껴지는가? (Eye 

fatique)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높다 매우높다

1 2 3 4 5

이중상이 보이는가? 

(Double image)

전혀 없다
잘모르겠

다

있는 것 

같다
보인다 뚜렸하다

1 2 3 4 5

입체감이 느껴지는가? 

(Three dimensional 

effect)

전혀 없다
잘모르겠

다

있는 것 

같다
보인다 뚜렸하다

1 2 3 4 5

표 4-3 설문 조사 항목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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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자극 영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그림 4-8, 4-9, 4-10, 4-11과 

같다. 4개의 그래프에서 범례는 카메라 거리(영상 크기), x축은 

vergence angle(disparity)과 error 영상, y축은 설문 조사 점수를 나

타낸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 이중상은 vergence 

angle(disparity)가 커짐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다만 입체감은 vergence angle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 후 vergence angle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는데 이는 입체감을 인식하기 위해 두 개의 영상을 합칠 수 있

는 diplopia 한계가 4.93°vergence angle 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3] 입체 크기에 따른 변화에서는 큰 유의차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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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어지러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9 눈의 피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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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이중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1 입체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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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와 병행한 VEP 측정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수

를 정의, 사용하였다.

§  Ratio1: P170-N120 Amplitude of  each image /

     P170-N120 Amplitude of 2D image

§  Ratio2: P170-N250 Amplitude of  each image /

        P170-N250 Amplitude of 2D image

 측정 결과는 그림 4-12, 4-13 과 같고 범례는 카메라 거리(영상 크

기), x축은 vergence angle(disparity)와 error, y축은 위의 지수 값을 

나타낸다.

 그림 4-12, 4-13에서 정리된 VEP 결과를 보면 두 개의 그래프 모두 

설문 조사의 입체감에 관한 항목에 관한 결과 그림 4-11과 비슷한 경

향을 나타낸다. 이는 3D 입체 영상에 대한 VEP 측정에서 결과로 정리

되는 P170-N120와 P170-N250 전위차들은 3D 영상 시청에 따라 발

생하는 피로감과 어지러움과는 상관없이 입체감을 인식하는지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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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제작된 입체 이미지에 대한 Ratio1 결과

그림 4-13 제작된 입체 이미지에 대한 Ratio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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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3D 영화 시청에 따른 VEP 실험

 입체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에 따른 인체 반응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동

일한 영화를 2D와 3D 두 모드로 시청하면서 VEP 차이를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와 병행한 VEP 차이를 측정하

였다. 

5.1 2D 영화와 3D 영화 시청에 따른 VEP 변화 실험

 

 동일한 영화를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2D, 3D 두 모드로 변경하여 시

청하면서 2D와 3D 입체 영상 시청에 따른 입체 영상 자극에 대한 VEP 

차이를 측정하였다.

- 실험 방법

§ 실험 참가 인원 : 6

§ 시청거리 : 1m

§ 사용된 디스플레이 : Shutter 3D TV

§ 시청 영화 : Legend of the guardians

§ 시청 시간 : 1시간

§ VEP 측정 시간 : 시청하기 전과 20분, 40분, 1시간 측정 (총4번)

§ VEP 자극 영상 : 보석 영상 

 VEP 자극 영상은 그림 4-4에 나온 보석 영상 중 5.1°Vergence 

angle을 가지는 영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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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3D 영화 시청과 2D 영화 시청 시간에 따른 VEP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지수를 정의하여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 Ratio3 : P170-N120 Amplitude after watching movie /

     P170-N120 Amplitude before watching movie

§ Ratio4 : P170-N250 Amplitude after watching movie /

     P170-N250 Amplitude before watching movie

 그림 5-1에서 보면 2D와 3D 모드에 상관없이 영화 시청 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3D 입체 영상에 대한 P170-N120 전위차는 커지지만 2D 

영화 시청보다 3D 영화 시청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림 5-2를 보면 P170-N250 전위차는 2D나 3D 디스플

레이 시청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디스플레이의 시청 시간에 따라 동일한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반

응이 달라지는데 2D 영화 시청보다 3D 입체 영화 시청에서 그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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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2D 영화와 3D 영화 시청에 따른 Ratio3 변화

 

그림 5-2 2D 영화와 3D 영화 시청에 따른 Ratio4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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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설문 조사에 따른 3D 영화 시청에 의한 VEP 변화 

실험

 3D 입체 영상 시청에 따른 입체 영상 자극에 대한 VEP 차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 자극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 실험 방법

§ 실험 참가 인원 : 5

§ 시청거리 : 1m

§ 사용된 디스플레이 : FPR 3D TV

§ 시청 영화 : Resident evil 4

§ 시청 시간 : 80분

§ VEP 측정 시간 : 시청하기 전과 40분, 80분 측정 (총3번)

§ VEP 자극 영상 : 2D, 3D로 제작된 2개 영상 

§ 설문 조사 : 

1. VEP 측정 전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2. VEP 측정 후 각 자극 영상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VEP 자극 영상은 3D max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그림 4-7 영상 중에 

카메라 거리 30m, vergence angle 0과 4인 영상을 2D, 3D 영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VEP 측정 전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에 관

한 설문조사는 표 4-3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으로 진행하였고, VEP 측

정 후 각 자극 영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표 4-3에서 이중상에 관한 항

목을 제외한 3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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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VEP 측정 전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그림 

5-3와 같다.

  현재 널리 알려진 것처럼 3D 영화 시청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지러

움과 눈의 피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VEP 측정 후 자극 영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그림 5-4, 5-5, 

5-6과 같다. 3개의 그래프에서 범례는 시청시간, x축은 자극 영상, y축

은 설문 조사 점수를 나타낸다.

 VEP 측정 후 각 영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시청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4.3 절에 나온 결과와 동일하게 모두 3D 영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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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VEP 측정 전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그림 5-4 VEP 측정 후 어지러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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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VEP 측정 후 눈의 피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5-6 VEP 측정 후 입체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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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영화 시청 시간에 따른 VEP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지수를 정의하여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 Ratio1 : P170-N120 Amplitude of 3D image / 

     P170-N120 Amplitude of 2D image

§ Ratio2 : P170-N250 Amplitude of 3D image / 

     P170-N250 Amplitude of 2D image

 그림 5-7 과 5-8에서 3D 영화 시청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Ratio1과 

Ratio2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림 5-2를 보면 그림 5-6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폭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Ratio1은 3D 영화 시청에 따라 증가하는 어

지러움과 눈의 피로를 나타내는 척도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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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3D 영화 시청 시간에 따른 Ratio1 결과

그림 5-8  3D 영화 시청 시간에 따른 Ratio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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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3D 디스플레이에서 구현되는 입체 영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3D 입체 영상에 대한 신체 반응을 객관적이

고 물리적인 지표로 측정하여 3D 디스플레이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

는 것이다. 객관적인 물리적 지표로 연구 환경에 의한 한계와 실험 목적

을 고려하여 뇌파 측정 중 하나인 VEP 측정 방법을 선택하였고 측정 

결과 파형에서 P170-N120, P170-N250 두 전위차를 기준으로 측정 

결과 값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실험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하여 3D 입체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

응과 3D 입체 영상 시청에 따른 반응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입체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실험에서는 먼저 2D 영상과 3D 영상 

차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3D 디스플레이 종류와 입체 깊이에 의

한 실험, 설문 조사에 따른 입체 영상 실험을 진행하여 P170-N120, 

P170-N250 두 전위차 모두 2D 영상보다는 3D 영상에 대한 자극에서 

크게 측정 되었으나 입체 영상 구현 디스플레이나 입체 깊이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지러움이나 눈의 피로

와는 관계없이 임체감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크기 비율이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체 영상 시청에 따른 반응 실험에서는 먼저 2D 영화 시청과 3D 영

화 시청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3D 영화 시청 실험을 

진행하여 3D 영화 시청이 2D 영화 시청보다 P170-N120 전위차가 보

다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영화에 의한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에 의한 설

문조사 결과와 P170-N120 전위차 변화는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와 같이 P170-N120 전위차는 사람이 느끼는 입체감과 관

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입체 영상 시청에 의해 누적된 어지러움과 눈의 피

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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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논 의

 본 논문에서는 3D 영상 자극에 대한 인체에 대한 영향으로 뇌의 반응

을 VEP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3D 입체 영상

의 신체 반응에 대한 물리적 지표로써 VEP 측정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는 결론을 보임으로써 3D 영화 시청에 따른 피로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실시된 VEP 측정 실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VEP 측정의 재현성과 반복성이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는 같은 자극에 대한 VEP 측정이 사람에 따라 다른 측정 

결과를 보이고, 같은 사람을 측정하더라도 전극 부착의 오차 때문에 정

확히 같은 조건에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지 못 한 

것이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실험에 같은 영상이 100번 변경

되는 것을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 봐야 하는데 그 시간동안 

집중해서 움직임 없이 한곳만 봐야 되는 실험 조건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진행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것은 향후 연구로 미루고 

우선 VEP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5~10명 내외의 사람들

에게 실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보

였다.

 세 번째는 실험 자극 영상에 대한 문제이다. 영상 자극을 구현하는 디

스플레이는 안경식 3D 입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2D 영상과 3D 영

상의 밝기와 해상도, 칼라 등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극으로 

선정한 영상들을 명확한 근거로 선정할 수가 없었다. VEP는 자극 영상

의 칼라와 휘도 그리고 내용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한 영상의 

2D와 3D의 차이가 다른 영상의 2D와 3D의 차이가 같을 것이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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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따라서 2D와 3D의 VEP 차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상들, 또는 충분히 많은 수의 영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

러 한계로 인하여 대표적으로 밝기, 휘도, 칼라, 내용이 다른 3개의 영상

만을 선정하여 2D와 3D 자극 영상에 대한 VEP 차이를 살펴보았고, 하

나의 영상을 제작하여 대표적인 자극영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실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은 확보

하지 못하였으나 VEP 측정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함으로써 입체 

영상과 시유발전위의 상관관계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결과를 이 논

문에서 보였다고 판단된다.

 향후 3D 입체 영상에 대한 생체 반응에 대해 MRI와 PET, MEG등의 

방법들을 VEP와 병행하여 분석하면 3D 입체 영상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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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3D 

image and VEP for understanding of human 

reaction to 3D display

Jungsuk Han

Electric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several 3D movies won commercial success, 3D TV 

market have grown rapidly.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innate characteristics from stereoscopic system cause discomfort 

and it hinders 3D display from becoming more popular. To solve 

this, several researches of 3D display is being carried out on the 

basis of physiological responses. As the innate characteristics 

causing 3D discomfort, excessive screen disparity, 

accommodation and Vergence Mismatch, crosstalk and so on is 

considered. The all causes induce information mismatch and must 

affect data processing parts in the brain. So it is reasonable to 

study physiological responses about brain for the study of 3D 

display effect. In this paper, VEP(Visual Evoked Potential) is 

used as physiological index for 3D display effect.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in two way, the instantaneous 

response test and the time varying response test. As a res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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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antaneous response test, the P170-N120 and 

P170-N250 amplitude of the VEP increase when people feel the 

three dimensional effect. And as a result of the time varying 

response test, the P170-N120 increases with watching 3D 

display which occurs dizziness and eye fatigue.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at the P170-N120 amplitude of 

the VEP is not only related to feeling of three dimensional 

effect, but is related to 3D display fatigue.

keywords : 3D display, visual fatigue, human factor, VEP

Student Number : 2011-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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