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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해상도와 HMD의 휘도가 가상현실 시청 경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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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영상의 해상도와 디바이스의 휘도가 다르게 제시된 가상현실 영상 시청 시, 인지된 특성, 프레즌스 그리고 피로도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혼합 설계로 구성되었으며, 해상도는 HD, 2K, 4K의 3가지, 휘도는 20, 60, 100의 3가지로 분류

하였다. 모든 실험 참여자들은 2분 분량의 영상 3편, 총 6분의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각각의 영상 시청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해상도

와 휘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나,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해상도와 휘도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깊이지각감의 휘도, 시관관여의 해상도 그리고 조절피로의 해상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해상도와 휘도가 높을

수록 인지기능, 프레즌스 그리고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interaction effect of video resolution and device luminance on the perceived characteristics, 
presence, and fatigue viewing virtual reality. Experiments were composed of mixed design, and the resolution and luminance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HD, 2K, and 4K, and 20, 60, and 100, respectively. Participants watched video of 6-minutes randomly,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fter watching each video. The results showed that no interaction effect existed. Meanwhil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luminance of depth perception, the resolution of visual intervention, and the 
resolution of adjustment fatigue. Also, higher resolution and luminance showed higher cognitive function, presence and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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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혁신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이 급속히 확산된 원인은 다양하

지만, 무엇보다 고화질 디스플레이의 등장이 가장 큰 원인

이라고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가 대형화됨에 따라 눈으로

식별 가능한 해상도의 한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화질

의 콘텐츠 환경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가상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잔상 없는 기술이 필요한데, 스
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몰입형 HMD(Head Mounted Dis- 
play)의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다[1].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몰입형 HMD에서 가상현실 환

경을 문제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360도 환경과 같은 시각

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하지만, 사용자 상호작용과 같은

실시간 반응형 기술이 더욱 중요하다. 인간의 인지와 지각

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호 융합 사고 과정이기 때문

에[2]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오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상현실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각이지만,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결과는 달라진다.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가상의 것

을 만들어 낸 말 그대로의 가상환경이며, 어느 정도로 현실

적이냐에 따라 사용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즉, 가상환경은 사용자가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용자

가 심리적인 부담감 없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확

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적 태도를 받지 않도록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가상현실은 사용 편의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근거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호

작용과 사실적인 시각화이가 이루어져야 한다[3]. 
디스플레이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되는 시각적 피

로감으로 인해 장시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몰입형 HMD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을 시

청할 때의 시각적인 불편함과 피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가상현실을 이용할 때 고려할 것은 사용

자 개개인의 특성과 콘텐츠 환경, 디바이스 환경 등 다양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실감미디어 환경을 구현하고, 가상현실에 노출 시 콘텐츠

의 입체감과 해상도 변화로 인해 시각적인 피로도를 줄이

되, 프레즌스(Presence)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경험의 조건

을 확인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논의

1. 모바일 환경과 가상현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

지만, 사람들은 더 쉽게 휴대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바람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이른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라고 일컬으며, 일상생활 전

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스마트 디바이스는 보편화되고 있

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가상현실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4]. 김은수[5]는 단순하게 영상만을 제공받던 수동적인

시청 형태가 지금은 체감형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능동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특화된 자유공간 디스플레이와 시청자와의 공간적 상호작

용, 감성과 같은 인간 중심 기술이 결합된 자유공간 디스플

레이가 궁극적인 기술수단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단순하게 보여주기만 하던기존의 형식

이 아니라 사용자의 최적 경험을 창출하기 위하여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환경으로 컴퓨터, 디스플레이 그리

고 모바일 컴퓨팅 등을 결합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스템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로 만들어 내는 가상환경이며, 가상

이라는 공간 내에 시뮬레이션된 현실을 말한다. 즉, 사용자

가 실시간으로 몰입이 가능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6]. 가상현실이라는 용

어는 이미 100년 전에 등장하였으며, 1989년 Jaron La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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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었다. 이처럼가상현실에 대한 연

구는 1960대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중 Ivan Sutherland는
1965년에머리장착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를 최초로 고안

함으로써 가상현실의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 가상현실 기

술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VPL Research에서 최초로 판

매한 시스템을 통해 상용화되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더

나은 프로그래밍 도구와 결합된 기술로 재탄생되었다[6]. 
Milgram & Kishino[8]에 의하면, 가상현실 환경에 대한

관점은 사용자가 완전하게 몰입할 수 있고 상호작용이 가

능한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은 가상의 실제 환경의 특성을

모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현[7]은 인공적인 기술을 활

용하여 현실세계에서얻기힘들거나,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인체의 오감을 자극하여 실제와 같이 체험하

는 기술이라고 가상현실의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상현실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이 필요하지만비용이많

이 들거나, 실제 상황을 활용하기 어려운 미국항공 우주국

혹은 군사, 의료등의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개발

되어왔다. 가상현실은 360도로 제작되며, 영상과음향을 통

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3D 기
술에비해 프레즌스와 몰입도가 높다. 또한, 사용자가 몰입

형 모바일 기반 HMD를 활용하여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초기의 가상현실 시

장은 HMD 디바이스와 게임 시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에는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확대되면서 전체 가상

현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해상도와 휘도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화는 더 높은 현실감과 몰입감을

원하는 사용자의 요구로부터 비롯되며, 정해진 화면 크기

에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디스플레

이의 해상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화면 해상도가 높아질수

록 가까운 거리에서도 디스플레이의픽셀을 구별하기가 어

렵고 해상도가낮아지면상대적으로먼거리에서도픽셀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눈에 들어온 빛을 망막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변환시켜뇌로 전달함으로써시각적인 정

보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두개의

점이 지나치게 가까이 있을 경우, 망막에서 발생하는 전기

적 자극이 중첩되면서 두 개의 점을 마치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게 된다[9]. 
인간의 눈은 약 24mm의 지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

의 지름과 원추세포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인간의 시각

분해능은 약 1/60도가 된다[10]. 개인적인 시력 차이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시

야각 1도 이내에 60개 이상의 점은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

면,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사용 거리에 따른

최대 화소 밀도를 추정해본다면 스마트 디바이스는 약

450ppi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11]. 유사한 연구 결과에서

화면이 큰 디스플레이 그리고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때 시청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12, 13].  문제는 해상도를 높일 때 그만큼부정적인 요소

도 함께작용한다는 데 있다. 비용이 증가하고, 배터리 소모

량도 많으며, 높아진 해상도만큼 지원하는 하드웨어도 업

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적 해상도 정도를 찾는다

면비용 대비고효율의 시청 만족도를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시청 환경을 위한 조건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것

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고해상도 삽입방식에서 휘도

를 증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며, 해상도와 휘도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용자의 편안함과 인식을

극대화시킬수 있다[14]. 시각을 통한 환경에서 휘도는 인간

의 시각적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리적 변수이다. 
인간의 생체리듬과빛의 연관성을 다루는 감성조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연적인 빛과 유사한 조명환경에서 보다

편안함을 느끼며 작업효과도 더 능률적이라고 하였다. 
다양한 조명환경에 따라 인간의 신체 및 정신이 민감하

게 반응하고, 특히 휘도는 시각 대상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더준다고 하였다[15]. 또한, 휘도는 눈에직접적으로 작용하

여 시각피로를 유발하며, 시각 작업의 효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시각 인식의 저하에 따른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기

도 한다[16]. 시야내에 휘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시각작업

을 방해하게 되고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반면, 휘도가

균일화되면 시각적인 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17]. 이렇듯, 
조명에서 발생되는 빛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없이

얼마나밝은가에 따라 모니터를 사용하는 시각작업에 영향

을 주게 된다. HMD 시스템에서도 휘도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Zhang[18]은 HMD의 낮은 휘도 및 대비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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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HMD를 사용하는 환경이 제어되는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약 17cd/m2의값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휘도값을찾아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면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

은 최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레즌스와 시각피로도

프레즌스는 가상환경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의식과 관련되며, 심리적인 측면에 속하는

철학적인 개념이다. 사용자가 매체를 통한 매개된 경험을

마치 매체를 통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지각하

는 지각적 착각(perceptual illusion) 현상을 의미하며[19], 사
실적인 그래픽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가

상현실에서의 인간 경험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다
양한 가상환경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반응한다[20]. 소요환
[21]은 프레즌스를 시청자가 자신이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를 인지, 지각하지못하고,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잊

어버릴만큼영상물에 몰입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

다. 임소혜와 정지인[22]은 프레즌스를 사용자의 심리적 경

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보았으며, 프레즌스

를 ‘경험의 가상성이 인지되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보았다. 3D뿐만 아니라 4D 라이더, 가상현실, 증
강현실 등의 뉴미디어들을 접하는 사용자는 높은 수준의

실재감이나 몰입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 프레즌스의

관점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뚜렷하다[21]. 또한 가상현실 분

야에 접목 시켰을 때에도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는데 주

요한 원인이 됨으로 연구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판단된다[23].  
인간의 신체 기능 중 시력은 정보를 인지함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각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기에는 아직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시각적 피

로이다. 가상현실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을

사이버 멀미(cybersickness)라고 한다[24,25]. 사이버 멀미의

증상은 3D 피로와 유사하며, 두통, 눈의 피로, 메스꺼움, 어
지러움, 구토, 위에 대한 부담감, 현기증 등이다[25]. 사이버

멀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불쾌감이 가상현실 환경의움

직임 감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션 시크니스 (motion sick-

ness)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실제세계에서움직

일 때보다 가상현실 환경에서 MS의 증상을 더 느낀다고

보았다[26]. 그러나 사이버멀미는 가상현실 환경 기술의 사

용으로 인한 장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

서는 기술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멀미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명확

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27]. 
일반적인 멀미는 전정감각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사이버 멀미는 시각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유발원인, 노출

시간, 세부적인 증상의 정도, 지속시간 등에서 일반적인멀

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24,28]. 사이버 멀미는 가상현실

을 경험하는 도중이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과 몰입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상환경 경험에 대

해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25,28,29]. Kennedy와 그의

동료들[30]은 향후에 사용될 가상현실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을 경험할 때 발생될수 있는 경험을

측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최

적의 시청 환경을 위해 고해상도와 대형 디스플레이가 선

호되지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를 무조건 고려할 수는 없

다. 해상도와 휘도라는 시청 조건을 어떻게 조화롭게 제공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문제점을 최소

화한다면 비용 대비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와 휘도의 적절한 균형을 통

해 사용자의 몰입도를 증가시키고,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영상의 해상도(HD, 2K, 4K)와 HMD의 휘

도(20, 60, 100)에 따라 가상현실 영상을 시청하는 사용

자가 느끼는 영상의 인지된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상의 해상도(HD, 2K, 4K)와 HMD의 휘

도(20, 60, 100)에 따라 가상현실 영상을 시청하는 사용

자가 느끼는 프레즌스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상의 해상도(HD, 2K, 4K)와 HMD의 휘

도(20, 60, 100)에 따라 가상현실 영상을 시청하는 사용

자가 느끼는 피로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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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법론

1. 연구 방법

연구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

다. 총 81명의 대학생이 모집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

여했으나, 설문지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던 6명이 있어

서 이를 제외하고 총75명을 대상으로 했다. 남학생 40명
(53.3%)과 여학생 35명(46.7%)으로 구성됐으면, 평균연령

은 약 22세(SD = 2.16)이었다. 이들은 실험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은 3(해상도: HD, 2K, 4K) 
X 3(휘도: 20, 60, 100)의 실험 참여자 내외 혼합요인설계

(within-between subject mixed-factorial design)로 구성되

어 진행되었다. 해상도는 실험자간요인(between-subject 
factor)이었으며, 휘도는 실험자내요인(within-subject fac-
tors)으로 구성됐다. 
연구참여자들은 각 그룹에 25명씩 무작위 할당됐으며, 

해상도와 휘도의 기본 값으로는 해상도 4K, 휘도 60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의 모든 참여자는 피험자 내설계를 위한

가상현실 영상의세가지처치에 노출되었다. 실험 진행순

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처치물은 단순무작위 표집(simple 
random sample)을 한 후, 참여자들도 랜덤으로 지정하였으

며, 영상의순서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실험 참여자에 따

라 영상의 제시순서를 달리하는 역균형화(counterbalanc- 
ing)를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디바이스는 삼성 Galaxy S6와 스마트폰

기반의 몰입형 HMD인 Gear VR을 사용하였다. 실험처치

물은메타버스(metaverse)1)에서 언리얼(UNREAL)을 이용

하여 3D 영상 및 VR 기법으로 재구성한 360도 미술관 영

상들 중에서 ‘구스타프클림트(Gustav Klimt)의 키스(Kiss),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별이빛나는밤’ 영상

일부를 사용하였다. 실험 처치물로 미술관 영상을 사용한

이유는 미술관 관련영상의 특성상 게임, 영화 등의 영상보

다 긍부정의 선호감 없이 대체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콘텐

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상도는 HD와 2K 그리고 4K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상이

HD 이상의 화질이기 때문에 HD 이하의 해상도는 비교할

의미가 없다고판단했고, 4K는 최근의 게임과 영상들이 4K
로 만들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HD와 4K 사이

의 다양한 해상도 변화를 보고자 하여 HD, 2K와 4K의 3개
의 해상도를 선정했다. 휘도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고자

하여 연구초기에는 휘도의값으로 10, 30, 50, 70, 90 이렇
게 다섯단계로 정했으나, 파일럿테스트 결과, 참여자들이

4개 이상의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극심한멀미와 구토, 어
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그 결과 네 번 이상의 영상

시청은 적합하지 않다고 연구팀은판단하여 휘도의 구분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20, 60, 100으로 나누었다.
영상 시청 시간에서도 다양한 시간 변화를 보고자 영상

1)메타버스는 2002년부터 Commercial, dram, movie의 computer graphic 및 extreme contents를 제작한 회사이며, 2015년부터는 Virtual reality contents의
기획 및 마스터링까지 제작하고 있다(http://metaverse360.co.kr/). 

그림 1. 실험 장비
Fig. 1. Experiment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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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3분, 6분, 9분으로 나누어 10명의 대상자에게 시청

을 하도록 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연구참여자 10명 중

7명이 6분 이상의 영상 시청을 힘들어 했으며, 어지러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시청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결과를토대로 영상 시청 시간은 6분 정도가 적당하

다고판단하였고, 3편의 영상을 시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각의 영상 시청은 2분으로 편집했다.  

2. 실험 과정

실험은 외부와 격리되어 밀폐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

며, 실험을 위해 삼성 Gear VR 2대와 갤럭시 S6의 스마트

폰 4대를 준비했다. 실험조건에 따라 각각 HD, 2K, 4K로

조작된세개 유형의 영상이 사용되었다. 실험실은빛과음

향을 모두차단함으로써외부와독립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실험 진행 시간은 실험내용안내부터 영상물의 시청, 설문

작성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피험자 한명씩 개별적으

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진행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 후 진행하였으며, 실험 참여자가알수 없도록

처치물의 변화를 주었다. 실험 참여자는 2분 영상을 총 세

번시청하였고, 각 영상 시청이끝난후에는 설문을 작성하

였다. 

3. 측정

본 실험연구의측정은 3D 영상 평가를 위해 개발한 양호

철과 정동훈(2012)[31]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

하였다. 이들은 3D 영상평가를 위한 요인으로 인지된 특성

과 프레즌스를 제안하고 각 요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다. 인지된 특성은 깊이지각감(depth percep-
tion) 6문항, 입체감(tangibility) 5문항, 화면 선명도(clarity) 
3문항, 실물감(materiality) 6문항, 휘도(Luminance) 6문항, 
그리고 메시지 전달력(transmit)의 3문항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총 29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프레즌스는 공간관여(spatial involvement) 5문항, 
시간관여(temporal involvement) 4문항, 몰입 역동감(dyna- 
mic immersion) 3문항, 몰입 실재감(realistic immersion) 3
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맞게 재구성

하여 총 1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피로도는 양호철과 정동

훈(2012)[31]의 연구결과와 이혜진 외(2014)[32]의 연구결과

에서 피로와 관련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

성하여 피로도(fatigue) 28문항, 부자연스러움(unnatural-
ness) 3문항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31문항으로측정

하였다. 피로도 문항이 다른항목에비해 문항수가많은 것

은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피로를 보고자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 실험 과정
Fig. 2. Experi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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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자가 느끼는 인지된 특성, 프레즌

스 그리고 피로도의 구성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알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를 코딩한 후, 요인들

의 문항이 변인을 잘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목타

당도를 분석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측정했다. 
그리고 신뢰도분석도 진행하였는데, 신뢰도 분석에는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방식인 크론바하 알파(Chronbach's α) 
계수를 이용했다. 그 결과, 인지된 특성은 7개의 깊이지각

감, 6개의 실물감, 3개의 메시지전달력, 그리고 3개의 화면

선명도로 재구성되었다. 프레즌스의 경우에는 6개의 몰입

감, 4개의 시간관여, 그리고 4개의 몰입역동감으로 재구성

되었고, 피로도의 경우에는 5개의 시각피로, 5개의 통증피

로, 4개의 조절피로, 4개의 시청환경피로, 그리고 3개의 부

자연스러움으로 재구성되었다. 인지된 특성과 프레즌스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요인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로도

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피로도혹은 시각피로도로만 구

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요인분석에서 구성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시각피로, 통증피

로, 조절피로, 시청환경피로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으로 기

능적인 요소를 살려 명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인지된 특성에서는 입체감과 휘도에 관해 각

Factor
The 

number of 
questions

M SD Chronbach’s 
alpha

Perceived 
characteristics

depth perception 7 3.65 .45 .912
materiality 6 2.97 .64 .877
message 

transmission 3 3.64 .08 .950
screen clarity 3 2.50 .09 .924

Presence

Involvement 6 2.82 .38 .950
Temporal

involvement 4 3.09 .77 .926

Dynamic
immersion 4 2.74 .38 .901

Fatigue

Visual fatigue 5 1.73 .39 .942
Painful fatigue 5 2.01 .87 .906
accommodation 

fatigue 4 2.04 .68 .864

Fatigue of 
viewing 

environment
4 3.47 .56 .837

Unnaturalness 3 2.95 .22 .967

표 1. 요인별 신뢰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1. Variable's Reliabilit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e-
pendent variables

각 2개로 구성되었지만, 하나의 요인을측정하기 위한 고전

적 방법으로 최소 3개 이상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문항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의 아이템으로는 신뢰

성 측정이나 요인분석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목에

서 제외하였다. 각 그룹별 측정요인의 신뢰도와 평균 그리

고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IV. 결 과

본 연구는 가상현실 영상의 해상도 변화와 HMD의 휘도

변화에 따라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인지된 특

성, 프레즌스 그리고 피로도의 차이를 확인했다. 분석은 혼

합 반복측정 변량분석(Mixed repeated measures ANOVA)
을 사용해 독립변인에 따른 인지기능 차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인지된 특성에서의 해상도와 휘도 간 상호작용(interac- 

tion)을 찾고자 했으나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F(4, 144) = .94, p > .05, 
η² = .0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상도와 휘도의 주효과

(main effects)를 분석했다. 먼저 인지된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휘도의 주효과〔F(2, 144) = 2.22, p > .05, η² = .03〕
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92, p > .05, η² = .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지된 특성의 하위차원인

깊이지각감에서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F(4, 144) = .98, p > .05, η² = .0
3〕으로 나타났으며, 휘도의 주효과〔F(2, 144) = 3.21, p 
> .05, η² = .0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해상도의 주

효과〔F(2, 72) = 2.51, p > .05, η² = .0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물감의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

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F(4, 144) = 1.07, p 
> .05, η² = .03〕으로 나타났으며, 휘도의 주효과〔F(2, 
144) = 1.98, p > .05, η² = .03〕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92, p > .05, η² = .03〕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메시지전달력 또한,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4, 144) = .35, p > 
.05, η² = .01〕, 휘도의 주효과〔F(2, 144) = .16, p > .05, 
η² = .00〕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22,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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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²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화면선명도역시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고〔F(4, 144) = 1.76, p > .05, η² = .0
5〕, 휘도의 주효과〔F(2, 144) = .42, p > .05, η² = .01〕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13, p > .001, η² = .00〕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지된 특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Table 2>와 같다. 

 
두번째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레즌스에서의 해상

도와 휘도 간 상호작용 효과를찾고자 했다. 그 결과, 해상

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F(4, 142) = 1.04, p > .05, η² = .03〕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상도와 휘도의 주효과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는데, 
휘도의 주효과〔F(2, 142) = .10, p > .05, η² = .00〕와 해상

도의 주효과〔F(2, 71) = .61, p > .05, η² = .02〕또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즌싀의 하

부차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몰입감에서도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것〔F(4, 142) = .76, p > .05, η² = 
.02〕으로 나타났으며, 휘도의 주효과〔F(2, 142) = .19, p 
> .05, η² = .00〕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1) = .31, p 
> .05, η² = .01〕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간

관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F(4, 142) = 1.12, p 
> .05, η² = .03〕으로 나타났다. 시간관여에서는 휘도의 주

효과〔F(2, 142) = .20, p > .05, η² = .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해상도의 주효과〔F(2, 71) = 4.09, 
p = .02, η² = .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몰입역동감의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4, 142) = .77, p > 
.05, η² = .02〕, 휘도의 주효과〔F(2, 142) = 2.54, p > .05, 
η² = .03〕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1) = .56, p > .05, 
η² = .02〕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프레즌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Table 3>과 같다.
  

Factor

F-value and effect size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Brightness Resolution Brightness*
Resolution

F p η² F p η² F p η²

Presence 0.10 0.91 0.00 0.61 0.55 0.02 1.04 0.39 0.03

Involvement 0.19 0.82 0.00 0.31 0.73 0.01 0.76 0.55 0.02
Temporal

involvement 0.20 0.82 0.00 4.09 0.02 0.10 1.12 0.35 0.03
Dynamic

immersion 2.54 0.08 0.03 0.56 0.58 0.02 0.77 0.55 0.02

표 3. 프레즌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Table 3.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Presence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피로도에서의 해상도와 휘도

간 상호작용 효과를찾고자 하였다.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

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F(4, 144) = 
1.46, p > .05, η² = .04〕, 휘도의 주효과〔F(2, 144) = 1.23, 
p > .05, η² = .02〕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1.61, 
p > .05, η² = .04〕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피
로도의 하부차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먼저 시각피로에

서의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고〔F(4, 144) = 1.03, p > .05, η² = .03〕, 휘도의

주효과〔F(2, 144) = .35, p > .05, η² = .00〕와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1.38, p > .05, η² = .04〕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증피로의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

호작용 효과〔F(3.46, 124.47) = 2.46, p > .05, η² = .06〕와

휘도의 주효과〔F(1.73, 124.47) = .26, p > .05, η² = .00〕, 
그리고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20, p > .05, η² = .0
1〕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절피로에서는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F(3.86, 138.85) = .28, 
p > .05, η² = .01〕와 휘도의 주효과는〔F(1.93, 138.85) 
= 1.96, p > .05, η² = .03〕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

Factor

F-value and effect size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Brightness Resolution Brightness*
Resolution

F p η² F p η² F p η²
Perceived 

characteristics 2.22 0.11 0.03 0.92 0.40 0.02 0.94 0.44 0.03

Depth
perception 3.21 0.04 0.04 2.51 0.09 0.07 0.98 0.42 0.03

Materiality 1.98 0.14 0.03 0.92 0.40 0.03 1.07 0.37 0.03

Message
transmission 0.16 0.86 0.00 0.22 0.80 0.01 0.35 0.84 0.01

Screen clarity 0.42 0.66 0.01 0.13 0.88 0.00 1.76 0.14 0.05

표 2. 인지된 특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Table 2.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perceived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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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5.30, p = .01, η² = .13〕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시청환경피로의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F(4, 
144) = 2.35, p > .05, η² = .06〕, 휘도의 주효과〔F(2, 144) 
= 1.94, p > .05, η² = .03〕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지만,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69, p = .05, η² = .02〕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자

연스러움에서는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작용〔F(4, 144) 
= .76, p > .05, η² = .02〕과 휘도의 주효과〔F(2, 144) = 
.13, p > .05, η² = .00〕, 그리고 해상도의 주효과〔F(2, 72) 
= 1.12, p > .05, η² = .03〕에서 모두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피로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Table 4>와 같

다.
 

Factor

F-value and effect size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Brightness Resolution Brightness*
Resolution

F p η² F p η² F p η²

Fatigue 1.23 0.30 0.02 1.61 0.21 0.04 1.46 0.22 0.04

Visual fatigue 0.35 0.71 0.00 1.38 0.26 0.04 1.03 0.39 0.03

Painful fatigue 0.26 0.74 0.00 0.20 0.82 0.01 2.46 0.06 0.06
Accommodation 

fatigue 1.96 0.15 0.03 5.30 0.01 0.13 0.28 0.88 0.01

Fatigue of 
viewing 

environment
1.94 0.15 0.03 0.69 0.50 0.02 2.35 0.06 0.06

Unnaturalness 0.13 0.88 0.00 1.12 0.33 0.03 0.76 0.55 0.02

표 4. 피로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Table 4.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Fatigue

V. 결론 및 함의

가상현실이란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환경혹은

상황, 기술을 의미하며, 직접경험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자

에게 전달해 주고, 더불어 공간적 혹은 물리적으로 상관없

이 간접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컴

퓨터그래픽을 통해 가상의 것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사용

자들은 인위적인 대상물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긍정적 혹

은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현되는 상황이나

물체들이 현실과얼마만큼유사한가가 중요하며, 가상현실

기술은 가상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상황들과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가상현실이 갖고 있는 장점인 몰입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단점인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상현실 영상을 시청 할 때, 
가상현실을 어떻게 사용자가 이해하는가를 판단하는 인지

된 특성과 긍정적 경험인 프레즌스를 높이면서 부정적 경

험인 피로도를낮출 수 있는 최적 환경을찾는 것을목적으

로 하였다. 다양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해상도와 휘도의 최적 환경을찾고자 해상도를 HD, 2K 
그리고 4K로 설정하고, 조정이 가능한 Gear VR의 휘도범

위안에서 20, 60, 100 등의세단계로 변화를 주었고, 해상

도와 휘도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인지된 특성, 프레즌스 그리고 피로도를 선정하

였다. 
시각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콘텐츠 환경, 디바이스 환경 등으로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

는 모바일 기기와 HMD를 이용해 실감미디어 환경을 구현

하고, 가상현실에 노출 시 콘텐츠의 해상도와 디바이스의

휘도 변화로 인해 인지된 특성, 프레즌스 그리고 피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가상현실이갖고 있

는 특성을 잘 인지하고 프레즌스 경험이 높으면서도, 시각

적인 피로도가 낮은 환경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먼저 해상도와 휘도 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해상도와 휘도의 주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깊이지각감의 휘도, 시관관여의 해상도 그리고

조절피로의 해상도를 제외한 다른요인에서는 해상도와 휘

도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룹간 전체적인추이에서 각각의 요인 모두동일한 추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방향도 없었다. 그러나 각각

의 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비교해 본 결과, 조절피

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들은 휘도가 100으로 가장 높을

때 인지기능과 프레즌스, 피로도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상도와 휘도의 조건을 최대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실험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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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메타버

스에서 각각의 해상도로 제작된 영상을 사용하였지만, 인
터넷을 통해 영상을저장하는 과정에서 해상도가압축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해상도가 낮아질 수

있다[33]. 또 다른 이유로는 실험에서 사용한 디바이스가

Gear VR인 모바일 디바이스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덕영
[33]은 Gear VR이 최상급의 해상도를 제공한다고 해도 Gear 
VR에서 사용되는 모바일의 그래픽 성능 때문에 디스플레

이의 해상도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실례로 PC 기반 디바이

스의 해상도가 높지는 않지만 해상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PPI(Pixel 
Per Inch)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PI의 수준이충분

히 높아야 화면이 깨져 보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느낄수

있다. 그러나 실험에 제공된 갤럭시 S6는 5.1″크기에

577PPI / 해상도 2560×1440이다. 따라서 600PPI 이하에서

는 해상도를 높여도 수준이하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바라볼 때의 적정 PPI
는 30cm 기준으로 450~600PPI이지만, 가상현실 실험에서

는 기존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는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

리에서 시청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450~ 
600PPI보다 더 높은 PPI를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의 장르 선정과 해상도 그리고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를 재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모바일 환경과 PC 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종속변인을 더 구체화함으로

써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영상의 최적경험을 위해, 인지된 특

성과 프레즌스는 높이고,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의 해상도와 HMD의 휘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살펴

보았다. 학술적으로는 그동안실감미디어 분야에서 연구되

어온종속변인을 가상현실 연구에서도 적용가능한지에 대

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실무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자와 개발자가 효과적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초 자료로서 본 연구가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감미디어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상현실을 비롯한 혼합

현실을 활용한 콘텐츠가 계속 소개될 것이다. 미디어 분야

에서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또한 간과되는 분야가 사

용자 경험 분야이다.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사용자 경

험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최적 경험을 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혁신적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보다 향상되고 있다. 가상

현실은 뉴미디어의 한 줄기이며, 미래에는 필수 미디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의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심리

분석을 통해 사용자 최적 경험을찾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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