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 결과연구 배경 및 목표

실험 내용

❖ 실험방법

- 게임 경험(2: 유 / 무) x VR 콘텐츠 체험 방식(2 : 시청 / 플레이)

- 장애물을 피해가며 코인을 4분간 획득하는 게임

- 체험 시 발생하는 안구 움직임을 측정(SMI RED 500, 250Hz)하였으며, 매 회차 별 4분간

VR 컨텐츠를 체험 후 SSQ 작성

❖ 피험자

- 20대 성인 13명(남성 5명, 평균 24.8세)

❖ 분석방법

• 각 그룹의 회차별 안구 운동 및 자기보고식 멀미감(SSQ) 분석

- 체험 시작 후 10초동안 발생한 안구 움직임은 컨텐츠 탐색 과정이 반영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 SSQ는 회차 별 정규화된 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

• 안구 운동 지표

- 평균 안구 도약 길이(°) : 발생한 모든 안구 도약 길이의 평균

- 중앙부에 대한 응시 비율(%) : 화면 중앙부에 발생한 안구 고정(fixation)의 비율

❖연구배경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환경에서 몰입도를 강하게 느끼려면 현존감(Presence)이

높아야 하나, 체험 중 발생하는 멀미감(sickness)은 현존감을 저해함

- VR 멀미감은 자기보고식 설문지(SSQ)로 측정되어 왔으나 개인 별 보고 기준 차이,

체험 시점과 보고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측정에 한계가 있음

- 자기보고식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생체 신호 측정 기법이 VR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Jäger et al.(2014)는 안구 운동 추적 기법을 통해 멀미감과

안구 운동 지표 간의 관계를 검증한 바 있음(평균 안구 도약 길이 ↓/화면 중앙부

응시 비율 ↑)

- VR 멀미감은 나이,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요소에 따라 달라짐(양한울, 박한, 김진, 박준,

2015)

→ VR 사용자의생체신호, 개인별특성을함께고려하여종합적으로멀미감을

분석할필요있음

❖연구 목표: VR 콘텐츠 체험 방식 및 컴퓨터 게임 경험이 멀미감에 미치는

영향검증

-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경우에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보다 멀미가

더 많이 유발될 것(Rich & Braun, 1996; Guo et al., 2013)

- 그러나 이러한 VR 콘텐츠 유형에 의한 멀미감의 변화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경험과

상호작용할 것: 게임 유경험자들은 VR 상황에 대한 적응이 더 빨라 VR 콘텐츠 유형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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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경험여부

- 게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평균 안구 도약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남

- 회차가 증가할수록 게임을 하는 집단은 평균 안구 도약 길이가 길어지나, 게임을

하지 않는 집단은 짧아지는 추세를 보임

- 게임을 하는 집단에 비해 게임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중앙부 응시 비율이 게임을

하는 집단보다 높음

- 게임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게임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SSQ 점수가 더 높음

❖ VR 콘텐츠모드

- 모든 회차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집단이 콘텐츠를 플레이 한 집단에 비해 평균

안구 도약 길이가 짧음

- 콘텐츠를 시청할 때보다 플레이할 때 회차가 증가할수록 평균 안구 도약 길이가

길어짐

- 콘텐츠를 시청한 집단의 경우 직접 플레이한 집단보다 SSQ 점수가 더 높으며,

회차가 증가할수록 SSQ 점수가 더 높아짐

❖게임경험여부 x VR 콘텐츠모드

- 게임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콘텐츠를 플레이할 때 평균 안구 도약 길이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게임 경험이 없는 집단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회차별 화면 중앙부 비율이 높음

- 게임 경험 유무에 따라 전반적으로 VR 콘텐츠를 시청한 경우 플레이한 경우보다

SSQ 점수가 더 높음

❖종합분석결과

- 게임경험 여부와 VR 콘텐츠 체험 방식 모두 멀미감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두 요인 모두 안구운동과 SSQ에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논의 및 결론

• VR 체험 내 환경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떄 즉, VR 컨텐츠를 수동적으로 시청할 때는 멀미감이 더 크게 발생함
• 컴퓨터 게임에 대한 경험이 있을 시 VR과 유사한 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기 때문에 VR 체험 시 멀미감을 덜 느낌
• VR 체험 중 발생하는 멀미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안구운동추적기법을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이 이용자가 느끼는 VR 멀미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 성향(ex. 불안 정도, 시자극에 대한 민감도)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멀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 진행 가능(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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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콘텐츠모드(각콘텐츠에 3회노출)

시청 플레이

게임경험
O 3명 3명

X 5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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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평균 안구 도약 길이 > < Fig 1-2. 화면 중앙부 비율 > < Fig 1-3. SSQ >

1회 2회 3회

시청 4.52 4.72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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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5

4

4.5

5

5.5

6

6.5

7

1회 2회 3회

시청 96.14 92.65 94.84

플레이 94.19 95.48 91.91

86

88

90

92

94

96

98

1회 2회 3회

시청 175.99 445.09 541.91

플레이 137.92 182.27 84.45

0

100

200

300

400

500

600

< Fig 2-1. 평균 안구 도약 길이> < Fig 2-2. 화면 중앙부 비율 > < Fig 2-3. SSQ >

1회 2회 3회

시청/게임 3.31 4.17 5.2

시청/비게임 5.25 5.01 3.94

플레이/게임 6.32 7.28 8.1

플레이/비게임 3.98 4.19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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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 평균 안구 도약 길이 > < Fig 3-2. 화면 중앙부 비율 > < Fig 3-3. S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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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실험용 VR 컨텐츠 화면 >

< 표 1. 조건 별 참여자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