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원 다관절 물체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관찰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의 설계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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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육 및 훈련 분야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대
표적인 분야이다. 3 차원 개체가 가지는 정보를 안내 및 학습할 때, 물체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관찰 시선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용자 시
선(view vector)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가상 현실 기반의 동작 훈련 시
스템에서, 물체의 형태(자세, posture)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관찰 방향
(view direction)을 선정하는 방법을 설계한다. 동시에, 동일한 목적으로
물체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경향과 성능을 분석하는 피실험자 테스트를 통해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실용성을 검증한다.
기초 연구단계의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통제된 피실험자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동작 관찰 상황을 간
략화 된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관찰하는 상황으로 모델링하고 연구를 수행했
다. 그 결과로, 본 논문에서는 정의된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대상으로 수행
된 피실험자 실험으로부터 얻은 통계 데이터를 설명하고, 한정된 범위 안에
서의 사용자의 경향을 예측하거나 시선 선정에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을 제시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연계 연구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1. 서론

본적으로 투영 공간(projection space)에서 얻게 되

교육 및 훈련 분야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가상

는 정보에서 물체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유지하는

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1, 2, 4, 6,

방향과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작업의 종류가 시

7, 9, 20]. 교육 및 훈련의 컨텐츠(contents)와 사용

선을 결정한다[3].

자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존의

정보

전달

매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인체 동작을 효과적으로
관찰하도록 사용자에게 시선(view direction)을 안내

(information transfer media)보다 가상현실 기술이 적

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용된 매체가 가지는 장점이다.

구 단계의 접근 방법으로, 우리는 체계적으로 간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최종 적용 분야는 사용
자의 참여도가 높은 동작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다.

그 초기 연

략화 된 “3 차원 다관절(multi-linked) 물체”를 연
구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작 훈련 과정에서 훈련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차단하여 통제된 실험을

(trainer)는 피훈련자(trainee)에게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한 후, 본 연구의 실험이 대상으로 정한 3 차

정확한 동작(자세, posture)정보를 전달하려고 노

원 다관절 물체에 종류들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경

력한다.

향 및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시선 선정 알고리즘을

시각 감각(visual sense)은 사람이 주어진

동작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10, 13, 21].

동작 훈련 및 교육에 관련된 연

설계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찰

구에 따르면, 관찰자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시선 선정을 위한 알고리즘의 설계를 다루고, 3 장

따라서 분석해낼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가 생기므로, 효과적인 시선의 선택이 동작 훈련

이용한 피실험자 실험에 대해서 다룬다.

의 효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4 장의 통의에서는 2 장에서 제시한 알고리즘과 3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람의 신체적 & 물리적

장에서 수행된 실험의 결과 사이의 상호 관계를

제약 때문에, 대상 동작에 대한 임의의 시선 선택

분석한다.

이 불가능하다.

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러나, 가상 공간의 영상을 생

그리고,

끝으로, 5 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성하는 시선(예:view vector of virtual camera)은 임
의의 3 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제어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예:exocentric view, Bird’s eye

2. 관찰 시선 선정 알고리즘 설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인체의 자세 동작을 효
과적으로 관찰하도록 사용자에게 시선을 안내해주

view)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용자 시선(view vector)을

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초기 연구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가상 현실 기반의 동작

단계의 접근 방법으로, 우리는 인체의 구조적 특

훈련 시스템에서, 물체의 형태(자세, posture)를

징과 사람의 3 차원 물체에 대한 인식 능력에 관

쉽게 이해하기 위한 관찰 방향(view direction)을 선

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간략화 된

정하는 방법을 설계한다.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

동시에, 동일한 목적으

로 물체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경향과 성능을 분석
하는 피실험자 테스트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알고리즘의 실용성을 검증한다.

하였다.
그리고, 간단한 3 차원 물체 인식에 관련된 연
구 결과들로부터, 물체의 관찰에 적합한 시선과

3 차원 물체의 관찰을 위한 시선 선택의 문제는

이를 선정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데이터 가시화 (data visualization), 그래프 드로잉

본 연구에서 사용된 3 차원 다관절 물체와 관련

(graph drawing),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등

지어 앞의 연구 사례들로부터 시선 선정 알고리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온 사항이며[17], 기

관련 파라미터들을 추출한다.

2.1 간략화 된 3 차원 다관절 물체 정의

축:30°,150°), 손목(Z 축:+35°,-50°), 손목

3 차원 물체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연구 또는
인체의 전신을 대상으로 하는 동작의 경우 수 백

(Y 축+22°,-12°))를 선정하여, [그림.3]과 같이
최종 8 개의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정의 하였다.

개의 관절로부터 정의되는 무수한 자세(posture)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11, 16], 흔히 특정 분야나 상황으로 분류
된 자세(또는 동작)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다.[3, 12]

[그림.3] 3 차원 다관절 물체
2.2 3 차원 물체 인식과 시선에 관련된 연구들
[그림.1] 인체 구조로부터 간략화 된 3 차원

Bülthoff[5]는 3 차원 물체가 다양한 시선 영상으
로부터 얻은 정보와 시선 의존적, 그리고 시선 독

다관절 물체

립적인 정보의 조합으로 두뇌 속에서 복잡하게 표
현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Wu[19]는
모든 물체를 기본 요소 물체인 Geon 의 조합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물체 인식 과정에 기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2] 팔꿈치, 손목 관절의 동작 범위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 목표에
대한 기초 연구로 [그림.1]과 같이 인체의 모습을

Blanz[3]은

일상적인

물체를

대상으로

3D

graphic object 로 표현하여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단순한 관절 구조로 간략화 시키고, 그 중 어깨

Toussaint[17]는 nice viewpoint of objects in space 라

부분 이하의 팔꿈치와 손목의 관절 부분으로 연결

는 주제로, knot-theory, computer vision, computer

되는 형태의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정의 하였다.

graphics, graph drawing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

그리고, 최종 연구 목표의 부분 연구가 될 수 있

선 선택으로 공간의 정보가 2 차원 평면으로 투영

도록, 실험 환경 데이터를 인체 동작 관련 자료로

(projection)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가 달라지기 때

부터 추출하여 실험 모델을 설계 하였다.

문에 목적에 부합되는 좋은 시선(nice viewpoint)을

예를

들면 [그림.2]와 같이 hand : lower-arm : upper-arm

선정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1.08 : 1.46 : 1.86 의 길이 비율을 가진 3 개의 링
크(link)와 2 개의 관절(joint)로 정의된 3 차원 다관

2.3 3 차원 다관절 물체에 대한 관찰 시선 선정 방

절 물체로 정의 하고[14],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법 설계

사람의 팔이 취할 수 있는 동작 범위(range of

3 차원 다관절 물체의 자세를 이해하기에 적합

motion)를 참조하여 자유도(degree of freedom, DOF)

한 시선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평가 알고리즘

를 결정하고[16], 피실험자 테스트의 작업량을 줄

을 설계하기 위하여, 3 차원 물체의 인식에 관련

이기 위해서 팔꿈치의 트위스트(twist) 정보를 생

된 연구 결과를 참조하였다.

략하였다.

마지막으로, 각도 변화량에 따른 사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세 동작 관찰 상황에서의

의 판별 능력(sensitivity between angles)을 참조하여

사용자들의 관찰 경향 분석(피실험자 테스트에서

관절에

인터뷰로 조사),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관찰하는

적용할

6

개의

각도(팔꿈치(Z

그리고, 본 연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부터 얻은 정보, 그리고 시선의

의 pre-test 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변화에 따른 2 차원 영상에서 얻어지는 3 차원 다
관절 물체의 기본 구성 요소(primitive) 정보의 유
지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9 가지의 분석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3.1 실험 환경 디자인
실험 환경 디자인은 [그림.4]와 같다.

관찰 물

체는 피실험자와 1.5m 떨어진 100”크기의 화면에

9 가지의 파라미터들은 시선의 변화에 따른 link

키 180cm 인 사람의 팔 크기와 1:1 비율이 되도록

길이의 비율과 joint 크기의 변화 정도, 물체의 투

3D 입체 영상으로 가시화 되었다. 입체 영상을 위

영 면적의 크기 변화, 기본 구성 요소(primitive)의

해서

가시화 정도, 물체가 차지하는 깊이감, 시선의 높

REVELATOR)을 착용하였으며, 화면 갱신율(frame

이, 물체의 주축과 시선의 관계, 그리고 동작 관

rate) 100Hz 와 anti-alias 된 그래픽을 사용해서 피실

찰 상황에서 유추되는 물체의 인식 과정 등이다.

험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

여기에서는 피실험자 테스트와 연계하여 결과 분

였다.

석에 적용된 두 가지 파라미터들을 상세 기술한다

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운드 피드백을 제공

[3, 5, 15, 17, 18]. 두 가지 모두 3 차원 물체의 인식

했으며, 피실험자는 마우스 조작을 통해 실험을

에

진행하였다.

있어서

경험(experience)과

관련된

익숙함

사용자는

입체

영상

안경(ELSA

3D

그리고, 1 시간 동안의 연속 실험의 지루함

(familiarity)이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 물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HEIGHT): 일
반적으로 사물을 눈앞에 놓고 관찰하는 경우를 가
정하여, 중간 높이의 시선 부분에 가장 높은 가중
치를 주었다([그림.6]의 ⑥~⑨번 시선 참조).

그

리고, 물체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관찰하는 경
우를 가장 낮은 가중치로 평가하였다([그림.6]의
⑩~⑭번 시선 참조).
(2)물체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기

(VDA): 3 차원 물체의 정의에 따라서, 현재 관찰
하고 있는 3 차원 물체의 모양을 자신의 팔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팔이 취한 모양을 상상하는 경우
이다.

[그림.4] 실험 환경 디자인

[그림.6]의 ⑨번 시선 방향이 일반적인 눈

의 위치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4 가지 시선이
이루는 시선 벡터의 내적(inner product)값을 이용한
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익숙한 시선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받도록 하였다.
[그림.5] 실험 순서

3. 피실험자 테스트
일반인들의 3 차원 다관절 물체의 형태(자세,
posture)를 이해하는 경향과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서 피실험자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3.2 피실험자 및 실험 태스크
피실험자 구성은 3 차원 그래픽 물체에 대한 지

실험의 규모

각 능력의 정도와 과거 3D 입체 효과에 대한 거

와 진행 방법 등에 관련된 제어 요소들(예-관찰

부감이나, 눈에 관련된 질환이 없는 건강한 대학

물체의 복잡도, 본 실험 진행 방법 등)은 두 차례

(원)생 20 명을 인터뷰를 통해 모집했다.

3 차원

다관절 물체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한다.

수 있는 시선을 찾는 실험이므로, 두 단계로 보여

를 기록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한다.

지는 물체를 시선의 변화에 따라서 동일성을 판단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피실험자의 판정 시간과 정확도

실험조건은 112(8 가지 물체 x 14 가지 시선)개이
며, Within Subject design 으로 각각의 피실험자가

실험의 순서는 [그림.5]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실험조건에 대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1)실험 내용 설명 단계: 인터뷰.

실험시간이 1 시간 이상이 되거나 피실험자가 원

(2)실험 환경 적응 단계: 3D 입체 영상과 마우스

할 때는 언제든지 휴식 시간을 주었다. 실험순서

조작 연습.

는 피로효과나 학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3)”관찰 물체”관찰 단계: 2.1 장에서 정의된 8 가

(Randomize)로 진행했다.

지 물체 중에서 임의의(random)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물체를 관찰하도록 한다.

그

3.3 실험 결과 분석

리고, 사용자에게 물체의 자세(posture)를 암기할

독립변수로 정한 관찰물체와 관찰시선의 영향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 이해하도록 지시 하였다.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을 했으며, 기존의

(4)관찰 물체 숨기기: (3)단계에서 물체의 자세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좋은 관찰시선을 정하는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요구 했고, 다음 단계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그 결과가 잘 맞는지를 보

에서 유사 물체를 비교할 때 2D 평면상에서의 직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접 비교를 피하기 위해서 물체를 화면에서 가린다.
(5)”비교 물체” 보이기: “비교 물체의 정의는 앞

3.3.1 독립 변수

의 (3)단계에서 보여진 물체를 신체의 팔 부분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관찰물체의 종류(이

자세가 변하는 것처럼 약간 또는 아주 많이 변형

하, 자세)와 관찰시선(View Direction, VD)을 선정했

된 물체의 영상을 임의의 시선에서 제시한다” 라

다.

고 피실험자에게 주지 시킨다.

(Range of Motion)를 고려하여, 8 가지 자세를 선정

그러나, 실험의 디

관찰물체의 종류는 인체의 팔의 동작 범위

자인과 분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항

하였다.

관찰시선은 다음 [그림.6]과 같이 14 가지

상 같은 물체를 비교 단계에서 보여 주었다. 본

위치에서 중심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시선의 변화에 따른 3 차원 다관절
물체의 인식 정도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고, “관
찰 물체”와 다른 “비교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
느 정도의 ERROR 를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이 방법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행 실험(pre-test)을 통

[그림.6] 관찰 시선의 정의

해서 이런 실험 방법이 피실험자들의 결과에 의도
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검증하고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모든 물체가 같다는 것
이 정답이었다.

3.3.2 종속 변수
시선에 따라 3D 물체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비교시간(Response Time)과 정확도를

(6)동일성 여부 판정: 피실험자는 (3)단계에서

측정했다.

본 “관찰 물체”와 (5)단계에서 본 “비교 물체”가
동일한지를 판정한다.

비교 단계에서 제시된 임

의의 시선에서의 정보가 동일성 판단에 내리기에
애매한 경우에는 최후에 “모르겠다”를 선택하도록

3.3.3 정확도에 대한 분산분석
정답수에 대한 두 변수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3.3.5 관찰 시선의 군집 분석

[표.1] 정답횟수에 대한 ANOVA TABLE
Source
VD
PT
Error
Total

DF
13
7
91
111

SS
268.357
18.857
525.643
812.857

F Value
3.57
0.47

Pr > F
0.0002
0.8565

3.3.3 과 3.3.4 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독립 변수인 관찰물체의 종류는 큰 의미
가 없고, 관찰 시선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각 관찰시선이 가지는 정답수와 비교시간의 값을

(VD:관찰시선 , PT:관찰물체종류)
위와 같이 관찰시선은 정답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관찰물체의 종류는 정답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해 보았다. 약 93%의 유사
도(similarity)를 가지는 점을 중심으로 군집을 나누
면 다음 [그림.8]과 같은 4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가 있게 된다.

3.3.4 비교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1/R_T*10000

비교시간(response time)에 대한 두 변수 분산분석
의 결과는 다음[표.2]와 같다.
[표.2] 비교시간에 대한 ANOVA TABLE

4456740060.7

F
Value
5.74

0.0001

7

910707145.6

1.05

0.3970

1.01

0.4519

Source

DF

SS

VD

13

PT
SUB

19

47568382030.5

VD*PT

91

4516384542.8

VD*SUB

247

14761913807.3

PT*SUB

133

16419786004.2

VD*PT*SUB

1729

84835401542.6

Total

2239

173469315134

Pr > F

0.5
8

14

16

[그림.8] 관찰 시선의 군집 분석

비교시간도 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9번
관찰시선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맞춘 시선
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의 종류에는 큰 영향이 없고, 관찰시선에 따른

관찰시선에 따른 비교시간

msec

림.7]과 같다.

비교시간

12000

관찰시

선에 따른 비교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그

비 교 시 간 (msec)

12
정답수

함께 고려했을 때, 관찰시선 11이 정답수도 적고,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시간도 관찰물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위에서 그림에서와 같이, 정답수와 비교시간을

(VD:관찰시선 , PT:관찰물체종류, SUB:피실험자)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정답수과 R_T평면에서의 관찰시선들의
군집
7
9
1.3
8 652 4
10
1
3
13
1.1
12
14
0.9
11
0.7
1.5

10000
8000
6000
4000
2000
0
낮은시선

높은시선

중간높이의
시선

[그림.9]시선의 높이와 결정 시간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관찰시선

[그림.7] 관찰 시선에 따른 비교 시간

시선의 높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아,
시선의 높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그림.9, 10]처럼 비교

즉, 관찰시선 11이 가장 비교시간이 길었던 시

시간 및 정답률 모두 높이에 따른 영향이 유의한

선이고, 12, 13, 14가 다음으로 길었던 그룹으로 나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시간 : P-value 0.0003, 정답

뉘어지며, 1~10번까지의 시선은 빠른 비교시간을

률 : 0.0023). 그리고, Duncan Test 검증 결과, 비교

갖는 시선으로 나타났다(Duncan test결과).

시간, 정답률 모두 낮은 높이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 다른 시선들보다 느리고, 부정확한 결과를 나

타냄을 알 수가 있었다.

리고 임의의 관찰 시선과 자신의 시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VDA 파라미터가 판정 시간을 결정하는

정답율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0.7
0.65

4.3 토의: 관찰 시선 선정 알고리즘의 활용

0.6
0.55

3 차원 물체의 관찰을 위한 보기 좋은 시선

0.5
낮은시선

높은시선

중간높이의 시
선

(canonical view, best view)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 결
과로부터 설계된 9 가지의 분석 방법들을 피실험
자의 통계 분석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앞의 4

[그림.10]시선과 정답율 관계

장과 같이 두 가지의 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는 시
선의 입력에 따른 정확도와 판정 시간에 관련된

4.관찰 시선 선정 알고리즘 설계 및 토의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자료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물체

인식에

식을 얻을 수 있었다.
단기간(약 1 달)의 피실험자 실험의 진행상의 어

관련된

려움과 기초 연구의 목적으로 단순한 3 차원 다관

Factor 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절 물체(어깨 이하 부분만 적용)를 사용 했기 때

이용하여, 하나의 알고리즘을 찾아내었다.

문에 9 가지의 분석 요소 중 두 가지만 유의한 것

이 식의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로는 2.3 장에서

으로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정의된 기존 연구에서 열거되었던 변수들과 실험

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본 실험에서 정의

에서 얻은 높이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여 정답률과

된 범위에 속하는 임의의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비교시간에 대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

관찰하거나 제시를 할 때,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며, Stepwise 회귀분석을

서 높은 정확도(이해도)와 빠른 결정 시간을 유도

사용하고, 유의수준은

0.15 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는 시선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1 정답수에 대한 다중 회귀식

5. 결론 및 추후 연구

Y(정답률) = 0.710741 + 0.081024 * HEIGHT –

우리는 인위적인 시선의 제어가 가능한 가상환

0.001334 * VDA

경에서 사람의 자세 동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

(R-square: 0.6640, Adj_R-square: 0.5969)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선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9 가지 변수 중에 2.3 절의 관련 파라미터의 설

연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의 초기 단

명과 같이, 익숙한 시선의 높이와 실제 자신의 팔

계로 신체의 부분을 3 차원 다관절 물체로 단순화

을 바라볼 경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선과의 일

시켜서 임의의 시선에 따른 피실험자들의 이해도

치 정도가 정답률을 예측/설명하는 식으로 선택이

와 반응 시간을 측정하였다.

되었다.

체 인식에 관련된 과거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3 차원 물

하는 분석 요소를 이용하여, 피실험자들의 경향을
4.2 비교시간에 대한 다중 회귀식

설명하고, 앞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

Y ((1/R_T)*10000) = 1.124826 – 0.00139 * VDA +

는 3 차원 다관절 물체의 관찰의 시선 선택에 활

0.248699 * HEIGHT

용될 수 있는 시선 선정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R-square: 0.6588, Adj_R-square: 0.5905)

앞으로는 3 차원 다관절 물체를 신체 구조를 가

비교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때에도 앞의

지는 3 차원 물체까지 확장하여, 본 연구가 추구

경우와 동일하게 관 찰 시선의 높이와의 관계, 그

하는 시선 선정 알고리즘의 적용 범위와 성능을

높이는 연구가 단계적으로 확장 시켜서 수행할 계
획이다.

[9] Emerson, T. C. et al. Virtual Reality in Training and
Education: Resource Guide to Citations and Online
Information. HITL Technical Publications: B-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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