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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2. 필요성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본은 산ㆍ학, 민ㆍ관 협력을 통해 의료, 로봇 등에 VRㆍAR을 적용한 응용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올림픽 시기에 맞춰 3D 홀로그램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 준비 중
- 중국은 5개년 규획요강 등을 통해 정부주도의 기술로드맵 수립, 기술표준화,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

1. 추진배경
● 5G

- 유럽은 VRㆍAR, 3D, 홀로그램 등의 기술 확보를 위해 13개 이상의 대형 R&D 프로젝트에 1.6조원 지원
-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5G 상용화에 발맞춰 VRㆍAR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상용화에 따른 VRㆍAR산업 성장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VRㆍAR 디바이스 활용 증가

-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을 중심한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VRㆍAR산업 시장규모도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공공서비스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XR+α’ 프로젝트 추진
•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실증연구와 실감문화 체험공간을 구성하는 프로젝트 등도 추진 중

- 글로벌 시장의 경우 2017년 289억 달러(약 32.6조)에서 2023년 3,641억 달러(약 411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표 2> ‘XR+α’ 프로젝트 주요 과제

- 국내 시장의 경우 2017년 1.23조원에서 2019년 2.81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구    분
공공서비스

<표 1> Global VRㆍAR 시장 성장 전망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7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2023(e)

Tot al

289

279

373

543

838

2,130

3,641

V RㆍA R

141

121

205

364

648

1,927

3,425

홀로그램

148

158

168

179

190

203

216

출처 : Statista(2019)와 Global Industry Analysts(2019)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8년부터 2022년 추정치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VRㆍAR 70.2%, 홀로그램 6.5% 일괄적용)
● 2019년

5G 상용화에 따라 VRㆍAR 디바이스의 품질 개선 및 콘텐츠 이용 환경 개선 기반 마련

- VRㆍAR 디바이스를 통해 지연 없는 고품질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실재감 제공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디바이스 분야의 경우 글로벌 ICT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기존 VRㆍAR 디바이스의 한계로 지적받던
높은 가격, 낮은 사용편의성, 어지럼증 유발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여전히 VRㆍAR 디바이스 표준이 정립되지 않았기에 사용편의성과 어지럼증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해결책

산            업
과  학  기  술

주요과제
국방 : AR 원격 전투지원

교육 : 대학 원격 실감교육

의료ㆍ복지 : 가상수술

재난안전 : 디지털트윈 기반 AR 활용 재난현장 대응

제조ㆍ설계 : AR 조립ㆍ용접매뉴얼, 원격 협업설계
공간정보 : 3D 공간정보 기반 이동체 가상훈련
AR 현미경 등 R&D에 VRㆍAR 활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2. 필요성
● VRㆍAR

인체영향성(Human Factor)에 대한 이해

- VRㆍAR 디바이스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있어 인체영향성 완화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제표준 혹은 인증ㆍ검사 기준이 없기에 사업자들의 자체 노하우에 의존
- 연구기관 및 사업자를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영역뿐만 아니라 VRㆍAR 인체영향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밝히고,
인체영향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휴먼팩터 기초연구도 진행 중

모색이 필요

<표 3> VR 인체영향성 기초연구

구    분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들은 시장 및
사업자 경쟁력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

● VRㆍAR산업

- 미국은 NITRD 프로그램을 통해 7.44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ㆍ국방ㆍ의료 등 공공분야 적용을 위한

군사용 VR 훈련 시스템 구축에 110억 달러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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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비    고

시각 피로도 측정을 위한 3D 스테레오 영상 피로도 측정
연     세     대

모델링 연구
VR 영상으로부터 제한적인 파라미터 추출 및 분석 기술
개발: 카메라 속도 및 가속도, fps, jerk 등을 추출ㆍ분석

개발 지원
•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기술 R&D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 VRㆍAR 핵심기술을 확보. 미 국방부는 2022년까지

정비 : AR 원격 협업정비

삼   성   전   자
KIST / 고 려 대

MOSKET 개발

전정기관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기초 연구 진행

GearVR Entrim4D 헤드폰에 적용

VR 멀미 완화를 위해 배경뇌파 및

Cybersickness Alleviating Virtual

자율신경계 생체신호분석에 기반한 가상현실 환경 구축

Environment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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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려     대

VR 멀미 분석을 위한 생체측정법 및 표준 VR 멀미 모델

이용 중 뇌파를 측정해 델타파와

개발

멀미증상의 정적 상관관계를 규명

전정안구반사(동적 상황에서 안정된 망막상을 얻기 위해
일어나는 안구 보상적 움직임)의 특징적 변화를 평가하는
VR 멀미 측정시스템 개발

실용화를 위한 VR 멀미 정량화 연구
필요

- 부차원에서도 VRㆍAR 인체영향성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VRㆍAR 이용 및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은 산업표준으로 채택
- 인체영향성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VRㆍAR 디바이스 사용이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틴 뱅크스 교수는 어린이가 HMD를 착용함으로써 악영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힘
• 미국안과협회는 장기적 연구결과는 없지만, HMD가 눈의 발달, 건강 또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다고 동의

Ⅱ. 국내외
VR·AR 디바이스
주요 동향

• 비영리단체인 커먼센스(Common Sense)는 2017년 어린이의 시력과 균형에 대한 VRㆍAR 디바이스의 단기적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고, 시력에 대한 단기 VR 디바이스 이용은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밝힘
- VRㆍAR 디바이스 사용의 인체영향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2019년 교육부는 헤드셋 형태의
VRㆍAR 디바이스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각 교육기관에 발송하기도 함
• 공문의 경우 ‘자제’가 아닌 ‘금지’로 이해될 경향이 있어 VRㆍAR 교육 등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
- 이처럼 VR 디바이스의 인체영향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여전히 VRㆍAR 디바이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VRㆍAR 디바이스와 관련된 인체영향성 요인을
찾고, 해당 요인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본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상용화되고 있는 VRㆍAR 디바이스에 대한 이용행태와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인체영향성과 관련된 요인 탐색을 통해 ‘VRㆍ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도출
- 디바이스 제작자들에게는 안전한 VRㆍAR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VRㆍAR 디바이스 이용자들에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 사업자 및 이용자 양쪽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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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신규 VR 디바이스
2. 국내외 신규 AR 디바이스

Ⅱ. 국내외 VR 디바이스

• 4개의 내무 추적 카메라사용 6DoF 인식 가능
• DP 가능 양쪽 렌즈 간격을 60mm~68mm 조절가능
• 헤드셋 무게 1.1kg, 쿠션의 탈착 및 교체 가능하며, 6m 룸스케일 VR을 위해 고안
- MR 기반 헤드셋, 밸브의 스팀 VR과도 호환
<표 4> PC 및 콘솔 연결형 VR 디바이스

1. 국내외 신규 VR·AR 디바이스 동향
구    분

PSVR

오큘러스
RIFT S

파이맥스 8K

HTC VIVE
PRO

출   시    일

2016. 10

2019. 5

2019. 5

2018. 4

2020. 5

2020. 6

호스트 시스템

PS4

PC

PC

PC

PC

PC

가             격

$399

$399

$800

$799

$800

$599

해     상     도

1920x1080

2560x1440

7680x2160

2880x1600

2880x1700

2160x2160

재     생     률

90-120Hz

80Hz

90Hz

90Hz

90Hz

90Hz

각 패널은 3840x2160 픽셀을 지원하며 한 개 패널당 800만 픽셀 해상도 구현

디스플레이

5.7” OLED

LCD

OLED

듀얼 3.5”
AMOLED

LCD

LCD

• 2D영상과 3D영상, 360VR 및 360도 3D VR영상을 모두 볼 수 있어 영화 감상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8K영상은

무             게

610g

500g

300g

555g

630g

490g

시     야    각

100도

115도

200도

100도

110도

114도

1) PC 기반 VR 디바이스
● 올아이피정보통신의

‘파이맥스8K’

- 올아이피정보통신은 2019년 5월 30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VR AR EXPO 2019’에서 PC 기반
VR HMD ‘파이맥스 8K’와  올인원 VR HMD‘드래곤아이 8K’를 출시
- 파이맥스 8K는 사람의 시야각을 넘어서는 FOV 200과 해상도 7680x2160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디스플레이의

30프레임을, UHD 4K 영상 120프레임까지 재생할 수 있음

HTC VIVE
HP 리버브 G2
COSMOSELITE

• MP4, MOV, MKV, TS, M2TS, AVI, FLV 지원
- 2008년에 설립된 올아이피정보통신은 향후 퀠컴의 스냅드래곤과 삼성전자의 넥시노스 버전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             기

라인업을 구성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

● HTC의

모듈형 VR HMD ‘바이브 코스모스 엘리트’

- 2020년 6월 출시된 ‘바이브 코스모스 엘리트’는 익스터널 트래킹 페이스 플레이트 제공
• 외부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한 아웃사이드-인 트래킹 지원
- 기존 VIVE보다 88% 향상된 2880x1700 통합 해상도, 90Hz 재생률, FOV 110과 픽셀 간격을 줄인 LCD 패널을 통해
스크린-도어 효과 최소화
- 온이어 헤드폰과 일체형 플립-업 헤드셋 적용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크라운-핏으로 헤드셋을 빠르고 쉽게 착용할 수 있음
(다양한 얼굴형, 시력 유형 및 안경 등의 이용자 조건을 고려)

2) 올인원 VR 디바이스
● KT

수퍼VR

- KT는 2019년 7월 1일 국내 최초 4K 무선 VR 서비스인 ‘KT 슈퍼VR(Super VR)’ 출시
- 스마트폰 착용이 필요 없는 독립형 HMD로써 기존 스마트폰 착탈식이 가지고 있는 액정 손상에 따른 화질저하 등의
불편함을 해소
• 피코(PICO)의 G2 단말을 사용하며, 4K 올인원(ALL-in-one) 단말을 사용해 보다 현실감 높은 경험을 제공
• 기존 3K 단말 화소는 616ppi인 반면 슈퍼VR의 4K 화소는 818ppi로, VR 사용 중 느낄 수 있는 도트현상,
어지럼증, 멀미 등을 개선
- KT는 슈퍼VR의 활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4K 초고화질 콘텐츠 450여 편을 새롭게 선보이고, 스포츠, 슈팅, 공포,

● HP

리버브 G2 출시

- 2020년 6월 리버브 G2를 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스펙을 지니고 있음
• 2160X2160 해상도, 2.89 인치 LCD 디스플레이, 주사율 90Hz, FOV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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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 15종을 제공하여 매월 2종씩 신규 게임을 추가할 계획
- KT는 2020년 5G 모듈이 탑재된 슈퍼VR도 출시
• 와이파이 전용 슈퍼 VR도 외부 5G 테더링을 통해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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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아이피

정보통신의 ‘드레곤 아이 8K’

101도

시     야    각

101도

110도

110도

110도

100도

- 올아이피 정보통신은 2019년 5월 30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VR AR EXPO 2019’에서 PC 기반
VR 기기인 ‘파이맥스 8K’와  올인원 VR 기기인 ‘드래곤아이 8K’를 출시

기             기

• 디스플레이는 3840x2160 LCD를 탑재했지만, 하드웨어 디코딩을 통해 최대 7680x3840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음
• CPU의 경우 Samsung Exynos M2를 장착하여 전작인 엑시노스 8 Octa 8890과 비교할 때 약 60%의 성능이 향상
- 누워서 200인치 TV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구매 구객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앱을 설치하여
대형화면으로 풍부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 현재 많은 VR HMD 제품들의 기준이 되는 직경 53mm 프리넬 렌즈를 통해서 아이맥스와 같은 강렬한 몰입감과
8K 영샹을 하드웨어 디코딩을 통해 국내 최초의 8K 동영상 체험 가능

3) 기타 VR 디바이스
● 아프리카TV

VR 플레이어

- 아프리카TV가 아프리카TV VR 전용 HMD인 ‘아프리카TV VR 플레이어’를 2019년 8월 6일 출시
- 아프리카TV VR 플레이어는 윈도우 MR과 호환되는 모든 PC형 HMD에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탠드얼론(모바일)형

● Oculus

HMD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

Quest 2

- 아프리카 TV의 VR 플레이어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인 ‘멀티뷰 모드’는 아프리카 TV의 2D 콘텐츠를

- Oculus Quest 2의 경우 올인원 VR HMD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

VR 공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배치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임.

• PC형 VR도 호환 가능한 모델로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계정 관리

• e스포츠의 경우 경기 중계 화편 뿐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화면, 상대 전적 등 경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 1834 X 1920 해상도, 고속 LCD 디스플레이, 60, 72, 90 Hz 주사율 제공

가상공간에 배치해 한눈에 확인 가능

• 소프트 스트랩으로 헤드셋 조절 용이
• 3.5 오디오포트 이용 헤드폰 사용 가능
• 64GB/ 256GB 메모리, 6G RAM
• 6DoF 컨트롤러, 헤드셋 무게 503g
- 4개 외부 카메라를 활용하여 이용 공간 설정기능
• 패스스루 및 안전보호경계 기능
• 보호경계기능을 이용하면 알림기능 작동
<표 5> 올인원 VR 디바이스
[그림 1] 아프리카TV VR 플레이어 멀티 스크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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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드래곤 아이8K
VIVEFOCUS+

오큘러스 GO

오큘러스
QUEST 2

2019. 4

2018. 5

2020. 10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PC호환

$700

$600

$799

$199-249

$299

3840x2160

3840x2160

2880x1600

2560x1440

1984X1920

PICO NEO 2

PICO NEO 2

출   시    일

2020. 1

2019. 7

2019. 5

호스트 시스템

독립형

독립형

가             격

$700

해     상     도

1920x2160

60Hz

재     생     률

75Hz

75Hz

72Hz

75Hz

디스플레이

LCD

LCD

LCD

AMOLED

5.5” LCD

고속 LCD

무             게

340g

276g

320g

695g

470g

503g

2020년 VR·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조건부 72Hz)

90Hz

- 웹페이지 형식으로 제공 됐던 ‘방송국’도 VR 공간으로 변화하며, BJ를 포함한 아프리카TV의 모든 이용자는
‘캠프’라고 불리는 가상 개인 공간 기반 방송국에 3D 오브젝트로 구현된 ‘아티’, ‘백호구’, ‘꿀잼’ 등 아프리카TV의
다양한 캐릭터 뿐 아니라, 가구, 애완동물 등 액서사리를 활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음
• 캠프를 통해 유니티, 언리얼과 네이티브 등 다양한 엔진으로 개발된 VR콘텐츠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라이브러리와 기술 지원을 제공
● 지스페이스의

AIO

- 미국 25,000 개 이상 학교에 창의인재교육 및 제조, 의료, 용접 등의 교육용 VRㆍAR 콘텐츠를 공급 중인
zSpace에서 VRㆍAR 교육을 위한 일체형 PC 출시

Ⅱ. 국내외 VR·AR 디바이스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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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와 전용 3D 안경,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 다양한 3D 콘텐츠 체험 가능

2. 국내외 신규 AR 디바이스

• 폐쇄형 HMD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이용 시간, 이용연령, 타인과의 협업 등의 단점을 개선
• 스페이스 콘텐츠를 통해 신체나 물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는 등 직무교육에도 활용

1) 독립형 AR 디바이스
● MS

‘Hololens 2’

- 원격진단, 교육, 의료 분야 등 B2B 시장을 목표로 개발
•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것이 특징으로 홀로그래픽을 잡고 돌리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
• 스마트폰이나 PC 등 별도 연결이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기능을 탑재한 올인원 디바이스
- 플립업 형태로 렌즈를 90도롤 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안경을 쓸 경우 초점이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표 6> 독립형 AR 디바이스

Vuzix  M400

Metaview
Meta2

ThirdEye
GenX2

Daqri
ARSmart
Glass

MS
HoloLens2

출  시  일

2019. 5

2017. 2

2019. 9

2018. 1

2019. 2

2019. 5

2018. 8

가       격

$1,799

$949

$1,950

$4,950

$3,500

$999

$2,295

해  상  도

nHD(OLED)

2550x1400

1280x720

1360x768

1268x728

640x360

1280x960

시  야 각

20도

90도

42도

44도

52도

80도

50도

무       게

68g

사용시간

2-12시간

[그림 2] 지스페이스(zSpace)의 zSpace AIO(All-In-One)

● 페이스북의

차세대 VR HMD 시제품 공개

-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 연구진은 2020년 6월 29일 선글라스 형태의 VR HMD 시제품 공개
• 홀로그래픽 광학기술과 레이저 광원 기술 이용
• 여러 장의 얇은 홀로그램 필름 레이어와 레이저 프로젝션 시스템, 방향성 백라이트를 사용
• 두께 9mm~11m, 디스플레이 무게 19g, 좌우 92도, 상하 69도의 시야각 제공

277g
3-4시간

6-7시간

구글 글래스
기업용
Magic leap1
에디션2

566g
n/a

316g

2-3시간

8시간

3.5시간

이  미  지

● LG

U+ ‘리얼글래스’

- 스마트폰 연동형 N-Real AR 글래스로 2020년 8월 21일 출시하였는데, 세계최초 이용자 대상 5G 이용 AR글래스로
볼 수 있음
• U+ 리얼글래스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이 스크린에 가상의 레이저 포인터를 쏘게 되는데,
이를 마우스 커서처럼 사용할 수 있음
[그림 3] 페이스북의 차세대 VR HMD

• 1920x1080 해상도, FOV 52, 88g 등의 스펙을 지니고 있으며, 100인치 대형화면으로 사용 가능
- 좌우 측면 SLAM 카메라, 좌측 중앙에 텍스트를 인지하는 RGB 카메라 탑재되어 있음
- 스마트폰에 usb 케이블 연결하여 사용, 갤럭시 노트 20 사용가능
• 사운드의 경우 귀와 가까운 다리 중앙에서 사운드 출력
• 악세서리의 경우 시력 조정 도수가 있는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프레임, 전방 시야를 차단해 VR 헤드셋
렌즈 커버, 얼굴 형태에 맞는 코 받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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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rio BT-30C

N-real light

출  시  일

2018. 6

2020. 8

가       격

$457

$499

해  상  도

1280x720

1920x1080

시  야 각

23도

52도

무       게

95g

88g

사용시간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시간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시간

이  미  지

Ⅲ. 국내 VR·AR 관련
법제도 동향
1. 국내외 가이드라인 분석
2. 인체영향성 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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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VR·AR 관련 법제도 동향

- (교육분야 VRㆍAR 기술 규제 개선) 원격교육을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도 개선할 예정
• 타워크레인 같은 건설기계의 면허 취득과 의무교육 프로그램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원격 제어를
추가하도록 개선
• 교육현장에 첨단 교과서 확산을 목표로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의 심의 체계를 개선
• 군에 XR 훈련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훈령 제정도 추진

● 국내

현행법상 가상현실과 관련해서는 ‘이러닝’, ‘소프트웨어’, ‘컨텐츠’, ‘데이터’, ‘정보통신융합’ 등과 관련된
각각의 개별법에서 목적에 맞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음
- 그렇지만 VRㆍAR 분야는 단순히 훈련이나 교육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스포츠, 문화, 레저 등 모든 영역에 응용될 수
있는 바, ‘전방위적 응용 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인 ICT영역 또는 통상의 산업 영역과 별도로 특별히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중요 정책 영역이 되고 있기에, 이른바 ‘가상융합’이라는 종합적 개념을 법률에 정의하고 그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에서는 사람에 의한 직접 검사를 규정한 산업안전관리법을 보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 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허용 대상과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
- 교통 분야 규제 혁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사용할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에 '착용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
• 2024년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면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같이 장착형, 거치형 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교통 관련

● ‘VRㆍAR산업’이

- ‘가상현실시스템’은 전통적인 ICT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부’ 등 여러 부서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필요에 맞물려 최근 정부에서는 ‘비대면 시대 VRㆍAR산업과 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

-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첫 번째 규제혁신 현장 대화에서 VRㆍAR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 VRㆍAR 같은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제 방향성을 제시
● VRㆍAR

기술 이용의 확산을 위해 새롭게 완화되는 규제 영역은 공통분야 10건,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5건, 교육분야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 5건, 교통분야 2건, 의료분야 4건, 치안국방소방 등
공공분야 4건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통분야 VRㆍAR 기술 규제 개선) 3차원 지도·좌표의 해상도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관련법 개선 예정
• 현재 3차원 공간 정보 기준의 경우 한국은 90m여서 미국(10m)·유럽(25m)과 비교해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정보 등을 증강현실 스마트안경 등 착용하는 형태의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
- 의료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진료 상담 등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공공 분야에서는 경찰의 신원 확인과 수배 차량 조회 등의 긴급 사실 조회 업무에 AR 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
● VRㆍAR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서는 VRㆍAR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왔음

- VRㆍAR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이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기에 이에 각 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작 및
이용 방향성을 제시
- 이를 통해 VRㆍAR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안전한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고
●본

연구에서는 최근 ITU 연구, 국내 식약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상증강현실협회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VRㆍAR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분석,
관련되어 있는 인체영향성 요인에 대해 검토해보고, 새롭게 변화한 VRㆍAR 이용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도출

있어왔음
• 정부는 공간정보 보안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21년 관련법을 개정을 예고
- (공통분야 VRㆍAR 기술 규제 개선) 스마트 안경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 예정
• 스마트 안경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영상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 (공통분야 VRㆍAR 기술 규제 개선) 의료·교육 등 기능성 VRㆍAR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등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게임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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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ㆍ내외 가이드라인 분석
1) Telecommunication Srandardization Sector of ITU
● 최근

ITU-T (Telecommunication Srandardization Sector of ITU)에서는 VRㆍAR 서비스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experience for virtual reality services, 2020)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
- 이 연구에서는 VRㆍAR 이용 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Human, System, Context 로 분류하고 VRㆍAR
디바이스와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인체 영향성 요인과 그 기준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고 있음

● 인체

영향 요인 (Human influencing factor)
시각과 청각

내     용

● 시스템

Vision: 원근 조절이상,
초점이나 색채이탈
hearing: 높은 주파수로
인한 청각 손상

• Spatial audio:
VR 장면에 부합하는 공간
사운드 사용정도
• Spatial depth:
높은 비트율을 지닌,
3차원 입체적인 영상,
그래픽

용

[그림 4] VRㆍAR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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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의 수렴조절
불일치로 인한 피로,
어지러움, 구토, 눈피로,
초점문제  증상

몰입

기대수준/숙련정도

VR 시스템 이용하는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용자의 기대수준과
VRㆍAR 기기에 대한
숙련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영향 요인(System influencing)
콘텐츠 관련

내

시뮬레이터 멀미

• Spatiotemporal
complexity: 시공간적
표현의 복잡성 정도

미디어 관련

네트워크/전송관련

하드웨어 관련

• Compression：콘텐츠
압축 코덱

• VR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문제

• Storage and transport:
이용자의 시선에 따라
콘텐츠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저장, 전송코덱 (MPRG
포맷 등) 필요

• Delay: 대기지연,
실행지연, 버퍼링 지연 등을
포함. 50ms 이하로  지연
시간  낮추는 것 권장

• Bitrate: 높은 해상도,
높은 프레임레이트,
낮은 압축률은
비트레이트를 높임
Resolution: 360도 3D VR
콘텐츠는 원래 해상도의
25%만 볼 수 있다는 것
고려

• Bandwidth: 광대역
통신망을 사용하더라도
전송중에 콘텐츠 질이
낮아질 수 있음. 네트워크에
의한 지연, 손실이 적도록
광대역 통신망 이용 권고
• Loss: 전송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패킷 손실.
광대역 통신망 사용 권고

• VR 하드웨어는 HMD,
헤드폰, 햅틱 디바이스,
콘트롤러, 트랙킹 시스템
등을 포함
• Head-mounted display:
무게, 사이즈, 열발산,
해상도, 재생율이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침
• Decoder performance::
encoding 된 것과 같은
코덱으로 decoding 되는
것을 권고
• Head-tracking:  낮은
헤드트랙킹 지연과 반응
트랙킹 정확도 필요

• Frame rate(refresh rate):
360 비디오 구현 시에는
낮은 프레임 속도, 3D 그래
픽은 높은 프레임 속도 제작  

•FOV: 넓은 FoV는
몰입도를 증가시킴

• Audion sample rate

•Refresh rate:
낮은 재생률은 처리속도
지연과 VR 멀미 유발

• Coding delay: 비디오와
오디오 싱크 일치를 위해
낮은 지연  

•낮은 PPD 는 스크린 도어
이펙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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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환경 영향력 요인 (Context influencing factors)
물리적 환경

내

시간 요인

• VR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

• 이용자의 사용 빈도와
사용 시간에 대한 것

• 이용하는 콘텐츠에
따라 적절한 사이즈의 공간
확보 필요

• 한번에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공간 감각, 눈통증,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용

● 성능

사회적 환경
• VR 콘텐츠를 어떤
사람들과 이용하는가에
대한 것
• 가족, 친구 등 누구와
함께 이용하가에 따라
만족도가 다름

및 임상적 유효성 검증

이용목적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 VR 이용 목적에 따라
VR 경험이 다름

• 정의: 가상증강현실 트래킹이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운지 나타내는 기준

• 스트리밍 VR, 360도
영상 VR / 게임 VR,
소셜 VR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다를
것으로 예측

• 기준:

내

용

2) 식약처 ‘의료목적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정의: 사용자의 시선과 동작을
반영하여 가상의 영상으로 갱신하는
속도
• 기준

① 가상공간에서의 사용자 위치
트래킹이 가능해야한다.
②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술용
장치에서 네비게이션 장비의 위치
지정 정확도는 영상과 환자의 정합
정확도에 의해 결정되며 오차는 2mm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① 별도 입력장치가 없는 경우
반응속도는 20ms 이내여야 한다.
②  별도 입력장치가 없는 경우
반응속도는 60ms 이내여야 한다.

③ 증강현실에서 가상객체가
실제공간에 정합되는 정확도는
수mm이내여야 한다.

● 식약처에서는

2018년 의료목적으로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에 대한 허가·심사를 목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용목적
① 화각(Field of view): HMD 장비에서
보여주는 영상의 시야각도로 표시.
실제 시야각과 가상 시야각은 가능한
일치해야 한다.
② 해상도(Resolution): 제조사는
HMD 장비에서 보여주는 영상의
해상도를 가로 x 세로 픽셀의 개수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프래임률(Frame rate):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의 초당 프레임은 30렌,
그래픽 기반(사용자 인터랙션)의 경우
60fps 이상이어야 한다.

- 의료 목적으로 가상증강 현실 서비스를 이용 및 제작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체적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
- 또한, 연령별, 대상별 사용시간을 명시하고, 병원 내에서 단일기기를 여러명이 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명시
● 안전성

3) 한국콘텐츠진흥원 ‘VR 게임 이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도출

검증

- 가정용과 체험장용 가상현실 게임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제시
하드웨어

① 가상증강현실 적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간에
조작자 또는 환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종료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 또는 이에 대응할 만한 기능 설계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소프트 웨어
① 가상증강현실 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등급 기준을 따르되, 특성에 따라
제조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멀미 및
피로도 유발 정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가정용

HMD 착용에 따른 불편함(머리/안면 압박에 의한 통증
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함
발광 및 발열로 인한 화상 및 안과적 안전문제(광과민성
반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함

VR 게임 이용 시
플레이 및 휴식시간

30분마다 10-15분 휴식
권고

② HMD 착용에 따른 안전성
내     용

2018년 가상현실 게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내
용

HMD 착용으로 인한 주변 이미지의 변화나 왜곡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함

- Sony PSVR: 12세 미만
사용금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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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선, 컨트롤러

PC 기반 VR:
• 플레이 공간 내 이용자와
충돌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없앨 것 권고.
안전한 공간 확보 권고

PC 기반 VR:
• HMD 및 센서 케이블에
걸려 질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권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해줄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권고

사용연령

내

플레이 환경 조성

하드웨어

- 삼성 기어 VR,
구글 데이드림뷰: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 얼굴 접촉부위,
헤드 스트랩, 헤드폰,
컨트롤러: : 사용후 바로
세척하여 (항균 물티슈 등)
말려서 보관

- 오큘러스 리프트: 14세
미만 사용금지

- 렌즈: 안경닦는 수건
활용 세척

• 허리벨트 등에 클리핑
하거나 천장에 연결할
것을 권고

가상현실 멀미
멀미를 느낄 경우 다음의
사항 실천 권고
- 눈을 감는다
- 시야각을 낮추는
것으로 변경
- 회전하는 동안 한곳에
시선 집중
- 프레임레이트 높임

기타
① 좌식 플레이
오큘러스 리프트,, 삼성 기어VR, Sony PSVR,
삼성 오디세이: 앉아서 플레이 할 것을 권고
② 애완동물, 아동 주의
오큘러스 리프트, HTC Vive, Sony PSVR, 삼성 오디세이:
이용하는 동안 애완동물, 아동이 근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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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장용

VR 게임 이용 시

이용중

PC, 콘솔, 모니터
내

HMD 이용

컨트롤러 이용

어린이 이용

• PC, 콘솔, 모니터와
충돌 가능성 확인

• HMD 착용후 시야 확인

• 컨트롤러 스트랩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 권고

• 보호자와 스태프의 관리
감독하에 이용하도록 권고

• 모니터와 거리 확인

• HMD 라인 무게, 길이:
천장에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용

• HMD 머리에 밀착 확인

체험공간

내

• 고정벽, 안전펜스,
바닥선 등을 이용하여 체험
공간 구분함

용

• 최소 3mX4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대기공간

• 이용자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동선에서
대기공간 마련

• VR 기기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땀이 차거나 눈이
따끔거릴 경우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 권고

용

• 이용 시 개인 물품을
주의하여 보관: 분실시 개인
책임인 경우가 많음
• 소화기, 손전등,
안전대피도, 비상구와 같은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

위생관련
• 1회용 마스크
사용하여 이용
• HMD, 컨트롤러
청결 상태 확인 후 이용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휴먹팩터에 따른 VRㆍAR 이용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 콘텐츠

내

용

안전 가이드 라인

활용공간

위생

• 앉아서 이용하는 방식인
경우: 좌석기준 양팔 반경정
도 공간 확보

• VR 기기와 얼굴이 직접
닿지 않도록 VR 마스크
활용할 것 권고
• VR 기기를 소독티슈나
제품으로 닦아줄 것 권고

• VR 기기 충분히 충전

• 서서하는 방식인 경우:
이용자 중심으로 최소 2m
공간 확보

•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이용 자제 권고

• 연결선이 있는 경우
천정이나 벽면 통해 연결

• 이용연령, 착용방법,
조작방식 확인

내
용

• 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이용자의 신체적 특징에
적절한지 확인

• 콘텐츠 내에 과부하에 의한
발열에 대한 정보 및 경고문구가
제시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함

• 이용자의 VR 기기 화면을
모니터링하여 이용자가 핵심 내용을
보거나 경험하는지 확인할 것 권고

건강상태

• 소프트웨어 오류 확인

• 가상과 현실 간의 인식의 혼란이 없도록 관리자가
주지시킴

• 컴퓨터 연결선 정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하고 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것 권고

내

• 아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콘텐츠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고지할 것 권고

용

• 기기 본체 및 패드 세척

개발 가이드라인

• 기기의 크기 및 무게: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신체 피로도 유발고려
• 이용 시간: 장시간 이용에 따른
시력저하 및 멀미 예방을 위해 적절한
이용 시간 고려

사용자 감각정보 일체화
• 시야각, 해상도, 재생빈도가
적절한지 확인 권고
• 디스플레의 발광과 해상도가
국제규격 ISO/DIS 9241-391
요구사항 및 적합성 테스트에
부합하는지 확인 권고
• 사용된 소리 이용자에게 의도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확인할 것 권고

편의성

• 이용전 건강상태 확인

기기상태 확인

• VR 콘텐츠 이용자가 신체적 이상을 호소할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용전
이용기기

• VR 콘텐츠는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20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하고 20분 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지도함

• 파손여부 확인

• 콘텐츠 등급: 심의 연령 기준준수

- 또한, 이에 따른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연령과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콘텐츠 개발을 도모
● 이용자

• VR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VR
기기의 실행이나 콘텐츠를 제어함

• 이용 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연령 성별

- 이 연구에서는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로 휴먼팩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고, 교육 시 관리자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포함

• 초보자인 경우 쉬운 난이도에서
점차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건강 및 인지상태 점검

용

2018년 교육 현장에서 VRㆍAR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휴먼팩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실제 교수 과정에
이를 적용,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기기상태 확인

이용후

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이용상태 점검

• VR 콘텐츠 이용자가 멀미,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신체적
이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 권고

내

편의 및 안전시설

• 2인이상 그룹단위로
체험장을 방문할 경우
이용자와 동행자가 함께
대기할 공간 필요

건강 및 인지상태 점검

• HMD 착용 중 콘텐츠 검색,
구매 과정은 PC/모바일 보다 시야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아야함

인터페이스 디자인

상태 상황 식별
• 실제와 HMD용 VR 콘텐츠
내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경우
멀미유발 가능
• 디스플레이의 높은 발광량과 빠른
색상 교차는 광과민성 발작 증상
유발 가능
• 콘텐츠 영상 품질이 낮을 경우
이용자의 몰입을 저해하고 피로도를
높이는 요소가 됨

컨트롤러

• 제작자는 VR용 HMD 기기의
조작방식을 숙지하고 콘텐츠 조작을
설계해야 함

• 이용자의 콘트롤러 조작 적응
숙련도가 저마다 다르므로 설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출 수 있어야 함

• 소리를 통해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
치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콘트롤러와 콘텐츠의 연결 손실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HMD 착용후 다른
사람의 관리감독 상태에서
활용하는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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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내

사용자 감각정보 일체화

•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전 이용자의
건강상태 확인: 피로, 근육통,
피부불편, 눈불편, 매스꺼움,
어지러움 확인

용

상태 상황 식별

• 콘텐츠 난이도 조절과 튜토리얼
제공을 통해 인지 부조화 완화

• 앉는 방식: 양팔 반경정도의
공간 확보 권고

•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필요

• 서는 방식: 이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1~1.5m 공간 확보

• 음성 /UI/Text 의 현지화 및
언어선택 기능 제공

• 움직이는 방식: 넓은 공간을
기반으로 장애물을 없앰. 다른 사람의
관리 감독 권고해야 함

• 조작 명령 변경, 감도 조절 등의
옵션 제공

6) 기존 가이드라인 분석에 대한 시사점
● 기존

가이드라인들의 경우 개별 VR HMD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짐

- VRㆍAR산업 초기 단계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경우 카드보드지 HMD부터 삼성 오디세이HMD 까지 디바이스의
수준과 형태가 다양하고, 각 디바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에 디바이스보다는
콘텐츠 제작ㆍ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인체영향성과 관련된 요소를 도출, 이를 기반으로 의료계, 학계, 산업계, 연구소
분야 전문가들이 안전한 이용을 위한 최근 VR 디바이스 개발 방향과 연결된 지향점을 가이드라인 요소로 도출
● 의료기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경우 AR HMD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AR HMD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상용화되었고, 향후 범용적인 AR HMD의 사용이 예상되므로 안전한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VR 콘텐츠 제작 지침에 대한 가이드 라인’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8년 멀미 저감을 위한 머리 장착형 영상장치 기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VR 콘텐츠 영상 생성 및 콘텐츠 제작 관점에서 멀미 제어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콘텐츠

제작지침

•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지연시가는 가능한 20ms
이하로 유지하는 것 권고

용

프레임률 최적화
• VR 영상기반콘텐츠는
초당 30 프레임 이상
• VR 그래픽 기반
콘텐츠는 초당
90프레임 이상

스티칭 최적화

내
용

최근 AR 디바이스 개발 방향과 연결된 지향점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요소로 도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기존 가이드라인은 물론 현재 디바이스 환경을 검토하여 VRㆍAR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 인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안과적 영향’, ‘근골격계 영향’, ‘신경학적 영향’, ‘이용환경’,
‘위생’으로 정리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전한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VRㆍAR 디바이스에 대한 이용·제작

지연시간 최적화

내

- 본 연구에서는 AR HMD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를 검토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 VR 콘텐츠 촬영 및
후반작업 시 스티칭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메라
배치, 렌즈 왜곡, 카메라
싱크 등 조정하는 것 권고

시야각 조정
•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VR 영역의 가상 카매라
시야각(cFOV)과 HMD에
의해 가시화되는
디스플레이 시야각(dFOV)
일치하는 것 권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배치
내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3차원 객체화시켜
3차원 공간상에 배치하는 것을 권고

용

•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성에서 움직이면 멀미유발
가능성 높음

가상 카메라 움직임 최적화
• 가상 카메라의 가속
움직임(전후/좌우/, 줌, 회전)
은 가능한 빈도수를 낮도록
하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 권고

감각불일치 동기화
• VR의 시각적 경험과
체감효과를 동기화시키는
콘텐츠 제작 권고
• 인터랙션 콘텐츠는
상황예측이 가능한 요소를
삽입할 것 권고

리그 구성
• 360도 VR 실사
콘텐츠를 제작할 때,
카메라 간 간격을 무시차
지점(No-parallax point)에
근접하도록 리그 시스템
구성하는 것 권고

모션플랫폼 동기화
• 모션플랫폼 탑승
사용자의 신체움직임과
VR 영상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경험간의 동기화를
위해 VR 입력과 VR 모션
출력 간의 전달 지연 시간을
150ms이하로 권고

사운드 기준
• 사용자의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추어 사운드의 위
치 조정할 것 권고

가이드라인을 도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VRㆍAR 이용자 안전한 이용을 위한 수준을 가이드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최근 출시된 VRㆍAR HMD의 기능에 대해 조사하고, 측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의뢰하여 관련 수치를 조사함
- 도출된 수치를 중심으로 산업계, 연구기관 자문위원들과 현재 수용가능한 적정 수준인가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가이드 방향을 결정하였음

2. 인체영향성 요인 도출
1) 안과적 영향
● VRㆍAR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 인체 영향성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안과적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 VRㆍAR 디바이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력이 보고되어 왔음
● 일반

시력 보호

- 미국 안과의사 협회에서는 VR HMD만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명백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VRㆍAR HMD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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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이용한다면, 실제 세계의 및과 사물을 보는데 눈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VR HMD 20-30분
이용할 때 마다 5-10분 정도 쉬면서 창밖을 보거나 산책할 것을 권고
- 네이처지의 한 연구(Turnbull & Phillips, 2017)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에서 실내 및 실외 환경에서 40분
동안 시험한 후 양안 상태 비교를 통해 네 가지 환경 각각에 노출된 후 원거리 및 근거리에서의 양안 자세의 변화,
시선 안정성, 수용 진폭 및 입체시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
• VR 광학 배열이 단기적으로 눈의 양안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 맥락막 두께는 현실세계 실험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각 VR 실험 후 상당한 두꺼워진 상태(≈10 마이크론) 확인
(p<0.001)
• 맥락막 비후는 VR 헤드셋이 매우 가까운 시청 거리에도 불구하고 근시 자극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
● 어린이

시력 보호

- 동공간 거리 조절이 안 되는 VRㆍAR HMD는 13세 미만 소아들에게 이용이 권장되지 않음
• 동공 간 거리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은 6세 이상의 아동들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음
- 어린이의 시력과 균형에 대한 VR의 단기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리즈 대학에서 어린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Yamada-Rice et al., 2017)
• 8세에서 12세 어린이 20명에게 표준 시력 검사, 입체 시력(양안시의 깊이 차이 인지)을 측정하기 위한
디지털 테스트 및 20여분의 VR 콘텐츠 플레이 전후의 자세 안정성(균형 등) 테스트를 실시
• 테스트 결과, 단기 VR 콘텐츠 플레이는 시력 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안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는 장기적 추적관찰 연구는 없지만 VR HMD 사용이 눈의

피로, 안구 건조증

- VRㆍAR HMD 화면을 장시간 응시하면 눈이 피로해질 수 있는데, 이는 HMD 장치를 사용할 때 평소보다
덜 깜박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눈 앞면이 건조해지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음
• 안구건조증은 화면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타나는데, HMD 발열로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VRㆍAR HMD 이용에 대한 기준은 컴퓨터 시력 증후군(computer vision syndrome, CVS) 에서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음
• CVS관련 눈의 피로에 대한 현재 지침으로 20분마다 휴식을 취하여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20초이상 무언가를
바라보는 20-20-20 규칙을 제안
• 단, VR은 PC와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필요를 느끼지 않더라도 헤드셋을 사용하는 30분 마다 10-15분의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
(증상이 불편함을 유발하기 전에 예방)
- 청색광은 가시광선의 가장 높은 에너지의 파장이며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화면 및 TV 등에서 청색광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철저히 연구되지 않음
•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화면에서 나오는 저강도의 청색광조차도 쥐의 시세포 대사율을
증가시켜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망막의 노화속도를 가속화
• 450 LUX 465nm 파장의 청색광은 단 6시간의 노출동안 심각한 원추세포의 손상을 일으킴
• 청색광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면, 디지털 눈의 피로를 줄이거나 디지털장치로 인한 눈부심을 없앨 수 있음

발달, 건강, 기능 등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에 동의

2) 근골격계 영향

• VR 기술에 대한 연령 제한은 콘텐츠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안구 자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음

● HMD

• 약시, 사시, 기타 깊이인식 장애 등 입체시가 어려운 자는 VR HMD의 3D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것이
VR HMD로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많은 안과 전문가들은 VR 사용에 대해 걱정할 실제 이유가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소아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눈 건강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장
• 오사카대학 후지카도 타카시 교수의 발표에서 5살 소아가 3D 영화를 VR로 시청한 후 급성내사시를 일으킨
사례가 보고됨
• 6세 이후 정상의 소아는 입체시의 발달이 거의 완성되기에 3D 영상을 사용하는 HMD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
- 일본로케이션베이스VR협회는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VR 이용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정
• 7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
• 6세 이후 정상 소아의 경우 입체시의 발달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IPD를 조절하여 맞출 수 있으면 HMD 이용
가능
• 어린이가 가상현실콘텐츠를 이용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하게 할 것
• 20분 연속 사용 후 10~15분 휴식을 취할 것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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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목, 어깨에 주는 영향

- HMD 이용이 목, 어깨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일종의 MSD( Musculoskeletal Disorder)라고 볼 수 있음
• MSD는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자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문제를 의미
- 박준환과 박경진(2019)에 따르면 HMD 무게감이 이용자의 무게중심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증하였고, 연구결과
이용자는 HMD 무게에 의해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불편감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디스크로 악화 가능
• 고개를 최대 60도까지 굽히면, 경추에는 최대 27Kg 하중이 가해짐
• 고개가 앞으로 숙여질 때,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소의 5배 이상
-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서정국 교수에 따르면, 머리가 한쪽으로 오래 기울면 특정 근육이 뭉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목뼈의 변형이 발생하여 목디스크로 악화 가능
• HMD 무게는 300g-700g 수준으로 장시간 착용 시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언급
- 이러한 MSD는 HMD 이용 시간, 착용방법, 이용 자세와 관련되어 있고 올바른 착용방법과 이용자세, 적절한 이용
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국내 VR·AR 관련 법제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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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D

인터랙션에 따른 목, 어깨 영향

- 오레곤 주립대 연구팀은 2020년에 VR HMD 착용후 VR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목, 어깨 근육 피로감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 연구 결과 VR HMD 착용 후 시선을 기준으로 15도 이상 또는 30도 이하로 고개를 숙여서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진행할 경우, 목과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위치에서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았음
- 이에 VR HMD 인터페이스는 눈높이와 눈높이 상하 15도 사이에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

특별한 경우에는 2-3시간 지속되는 피험자들도 발견되기도 함
● 시각적

자극으로 인한 뇌전증

- 일반적으로, 빛을 통한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1회성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뇌전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존재
• 시각적 자극에 의한 뇌전증은(PSE : Photosensitive epilepsy) 보통 전체 인구의 0.03% 정도 발견된다고 알려짐
(Harding, 1994; Silva et al., 2017)
• PSE는 특히 7세에서 19세 사이의 소아청소년들에게서 발병 가능성이 있음(Quirk et al., 1995)

3) 신경학적 영향
● VR

-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험자는 회복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알려져있지만(Rebenitsch, 2016),

HMD로부터 유발되는 멀미증상에 대한 안구·인지과학적 접근

- Sensory Conflict Theory에 따르면, 안구를 통해 입력되는 시각 정보와 신체의 위치나 움직임 관련

- 일반적 실험 자극뿐만 아니라 영화, TV, 3D TV 등 대부분 영상 매체가 이를 자극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자극은
주파수, 파장, 대조비 등으로 꼽을 수 있음 (Tychsen, 2020)
• 다양한 빛 자극, 특히 깜빡이는 빛 자극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
- VR 이용과 뇌전증 관련성에 대한 학술적 실험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오큘러스 가이드 라인에서는 뇌전증

전정기관시스템을 통해 취득되는 감각 정보 사이의 불일치 발생으로 어지러움 유발

위험이 있음을 경고

• 머리의 움직임이 발생할 때, 눈과 몸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피질이 머리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 7~19세가 가장 위험한 연령대로 알려져 있기에 20세 이하에서는 특히 뇌전증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제시

이의 운동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안구운동을 일으켜 신체의 움직임 중에도 물체의 상이 고정되어
시각 이미지들을 안정화하는 반사성 운동인 전정안반사(vestibule-ocular reflex, VOR)가 발생함

•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들의 경우 권고하는 이용 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정기관 시스템을 통해 취득되는 감각정보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어지러움이 유발될 수 있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감각 정보 패턴 간의 불일치 역시 감각 충돌을 발생시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음
- Motion Sickness Theory에 따르면 감각 기관 충돌이론에 기반하여 시각적으로 처리되는 움직임 정보와 전정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실제 신체의 움직임 사이의 불일치로 어지러움 유발
• VR 어트랙션 체험 시 입력되는 시각 정보는 몸의 움직임을 의미하지만, 전정기관을 통한 실제 신체 움직임에
대한 감각 정보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감각적 충돌이 발생하게 됨
● VRMS(Virtual

Reality Motion Sickness) 이후 회복시간

- 일반적으로 VR 사용 이후에 발생하는 불편감이 모션과 관련되어 있을 때 VRMS(Virtual Reality Motion Sickness)
라고 언급함
- VR 사용 후 발생하는 불편함이 소멸되는 시점을 ‘뇌파가 평상시와 같게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가상현실에 노출된 후 현실에 재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여파(after effect)라고 하며, 이는 배를 탄 후
발생하는 하선 증후군(mal de debarquement syndrome)과 유사하게 가상현실 노출 후 수 시간에서 수 일 동안
몸이 상하ㆍ좌우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며, 가상현실 속에서의 상충 되는 감각 정보들에 적응된 후
현실에서 정상 반응을 보이기까지의 적응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Van Ombergen, 2016)
- 이 같은 문제로 공군기지에서는 조종사가 시뮬레이터로 훈련 후 24시간 이내에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는

4) 이용환경
● 물리적

공간 구성

- 앉아서 이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양팔이동 가능 정도 공간 확보 필요
- 서서 이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반경 1.5m ~ 2m 공간 확보 필요
● 이용

목적에 따른 별도 주의사항

- 트레이닝 및 교육 목적으로 이용 시
•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함
• 사전에 학생들이 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때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교육함
- 게임
• VRㆍAR 게임 이용연령 준수
• HMD에 있는 선을 천장, 머리 위쪽으로 정리할 것 권고함. HMD 무제 분산을 통해 목, 어깨 무리 감소
• VR 어트랙션 이용 시, 어트랙션에 따른 아용 가능한 연령대 확인 및 고지 필요
•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시, 반드시 보호자나 관리자와 함께할 것 권고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며, 가상현실 놀이기구를 사용한 뒤 즉시 차량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함
(Holtmannspotter, 2018)
30

2020년 VR·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Ⅲ. 국내 VR·AR 관련 법제도 동향

31

● HMD

- 의료 목적 이용 시
• 의료목적의 VRㆍAR 디바이스 이용 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에 대한 위생관리
중요

- 코로나 19 시대에 위생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HMD 를 소독할 수 있는 제품 등장
- HMD 디바이스의 오염 및 감염 방지를 위해 1회용 페이스 마스크 이용 권장

• 관리자의 감독 하에 의료목적 VRㆍAR 디바이스 이용할 것 권고
● 콘텐츠

디바이스 위생관리

• 특히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권고. HMD 커버의 주기적 교체 필요

구현 정도에 따른 주의사항(상호작용성, 몰입도 등)

- VR 콘트롤러의 오염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이용 후 바로 살균티슈 등으로 닦아서 보관. 특히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소독 필수

-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
• 컨트롤러 사용에 따른 팔, 어깨 긴장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10-20분 이용 시 휴식 권고
• 주변 방해물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이용할 것 권고

5) 위생
● HMD

디바이스 위생관리에 대해서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음
구  분

식        약        처

[그림 5] VR 디바이스 위생관리를 위한 장치들

주요 내용
• VRㆍAR HMD의 병원 등에서 공중 사용 시 다수의 사용자가 단일기기를 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제공해야 함
• 이용자들은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권고함

콘  텐  츠  진  흥  원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 관리자들은 항균성 물티슈로 HMD 얼굴쿠션, 헤드 스트랩, 렌즈, 센서, 헤드폰, 컨트롤러를
사용후 닦아서 말려놓을 것을 권고함
• 이용전 위생 점검: VR 기기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VR 마스크 활용해야함. 분리 세척이
가능한 VR 기기의 경우 패드를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함
• 이용후 관리: VR 기기의 본체 또는 패드가 땀이나 이물질에 오염되었는지 확인, 반드시 닦고
분리하여 세척해야함

엔        리        얼

• 사용 후 무알콜성 항균 티슈로 본체를 닦고, 마른 극세사천으로 렌즈 닦을 것

AR 홀로렌즈2

• 디스플레이 전면부, 렌즈, 브로우패드: 보풀이 없는 마이크로 광섬유 천을 사용하여 먼지 제거.
70%알콜로 디바이스 표면 닦고 완전히 말려서 사용
• 행패드: 분리해서 항균제품을 사용하여 닦아냄. 완전히 마른후 사용

H 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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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v e

• 안면쿠션닦기: 안면쿠션을 분리, 부드러운 천에 물을 묻혀서 닦고, 상온에서 자연 건조.
물에 넣어서 세탁하는 것은 금지
• 헤드셋 렌즈 닦기: 상자에 포함된 청소용 천을 사용하여 알코올 또는 렌즈 클리너를 묻혀서
닦아냄

P      S      V      R

•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고, 제품을 닦을 때에는 솔벤트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함

O    c    u    l    u    s

• 헤드셋 렌즈 및 센서 세척: 마른 광학렌즈용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세척. 세척시 액체 또는
화학 세정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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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구성을 디스플레이 관련 요인, 이용 편의 관련
요인, 사용 및 안전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해당 되는 구성요소를 정리
- 개별 요인에 대하여 제작자와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권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함
• 디스플레이 관련 요인 : 휘도, 해상도, 시야각, 지연시간, 주사율, 플리커현상, 청색광
• 이용편의 관련 요인 : 동공간 거리조절, 아이릴리프
• 사용 및 안전 관련 요인 : 무게, 발열, 사운드, 위생, 연령, 이용 및 휴식시간, 안전한 이용환경

● VRㆍAR

디바이스 이용·제작 가이드 라인은 VRㆍAR 디바이스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영향성 요인을
중심으로 제작

<표 7>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

- 이를 통해 우선 VRㆍAR 제작자들이 디바이스의 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영향성 요소들을 명시하였고,

인체 영향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이에 맞춰 디바이스 개발자들이 유의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였음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 VRㆍAR 관련 학계, 산업계, 의료계, 연구기관 소속 17인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VRㆍAR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전문가 회의’자문단을 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휘도
해상도

●본

시야각
디스 플레이 관련 요인

주사율

- 1차 전문가회의 : 10월 1~2주 진행

플리커 현상

•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에 대한 의견 수렴

청색광

• 가이드라인 추가 요소 구성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가이드라인에 권고 사항에 대해 논의할 부분 원고 요청

이용 편의 관련 요인

- 2차~3차 전문가회의 : 10월 3~4주 진행

대한 원고 요청
- 4차~5차 전문가회의 : 11월 2~3주 진행

아이 릴리프

발열
사운드

• 2차 전문가회의 : VR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에 대한 권고사항 협의, 협의된 의견에

• 3차 전문가회의 : AR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에 대한 권고사항 협의, 협의된 의견에

동공간 거리 조절

무게

• 1차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1차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대한 원고 요청

지연 시간

사용 및 안전 관련 요인

위생
연령
이용 및 휴식시간
안전한 이용환경

• 2ㆍ3차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2차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4차 전문가회의 : VR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에 대한 권고사항 조정, 조정된 의견에
대한 원고 요청, 제품 관련 수치를 위한 평가의뢰
• 5차 전문가회의 : AR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에 대한 권고사항 조정, 조정된 의견에
대한 원고 요청, 제품 관련 수치를 위한 평가의뢰
- 6차 전문가회의 : 12월 2주 진행
• 3차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최종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에 대한 이용자, 제작자 권고사항 조정
• 조정된 의견 반영하여 최종안 조정

36

2020년 VR·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Ⅳ. 구성 및 범위

37

Ⅴ.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 방향

Ⅴ.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 방향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RㆍAR HMD 제작·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안전한 이용을 위한
VRㆍAR 콘텐츠 품질 인증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이어져,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VRㆍAR 기기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

참고문헌
● Bozgeyikli, E., Raij, A., Katkoori, S., and Dubey, R. (2016). “Point and teleport locomotion
● 향후

교육, 의료, 산업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VRㆍAR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VRㆍAR 기술의 적용이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확장 가능성과 기술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VRㆍAR HMD 제작자와 이용자가 유의 해야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안전한

VRㆍAR HMD 제작 활성화

- 본 가이드라인은 VRㆍAR 이용에 대한 인체영향성 요인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과 산ㆍ학ㆍ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계에서 합의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디바이스 제작 시 가이드가 되는 수치들을 제시하여,
안전한 VRㆍAR HMD 제작 활성화 도모
- 인체 영향성을 고려한 VRㆍAR HMD 제작을 통해 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VRㆍAR 이용률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국내 VRㆍAR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국내 VRㆍAR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안전한

VRㆍAR HMD 이용 활성화

- 본 연구에서는 산업계, 관련 의료진, 관련 연구기관에서 합의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이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안전한 VRㆍAR HMD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인체 영향성 요인을 고려한 VRㆍAR HMD 이용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이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VRㆍAR 이용을 제고하여, 다양한 목적의
VRㆍAR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VRㆍAR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인체 영향성 요소들에 대해 사전학습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VRㆍAR  디바이스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연구 방향

-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최신 VRㆍAR 기술을 반영하여
제작·이용 가이드라인을 도출
• VRㆍAR 기술은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에서 디바이스 발전에 따라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매년 실제 현장에서의 HMD 이용 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실증 데이터와 의견을 토대로 안전한 VRㆍAR 이용을 위한 제작·이용 가이드 라인이
도출되어야 그 실효성과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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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ㆍAR 인체영향 영향 요인에 따른 제작 가이드라인
1) 디스플레이 관련 요인

VRㆍAR 디바이스
제작 가이드라인

내용을 임의로 활용, 무단 도용 및 인용 시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범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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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ㆍAR 인체영향 영향 요인에 따른 디바이스 제작 가이드라인

● VRㆍ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요약

- VRㆍAR HMD 제작 권고사항과  VRㆍAR HMD 이용 권고사항에서 공통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음

VR
● 관련

용어 및 약어 정의
용어 및 약어

해상도 및 시야각
지연시간
주사율
플리커 현상
아이릴리프
동공간 거리조절
발열

정의

휘도 (Luminance)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

청색광 (Blue light)

380~500nm의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 파장범위에서 유해한 파란색 계열의 빛

해상도 (Resolution)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면이 얼마나 많은 수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디스플레이의 선명도로 PPI나 PPD로 표현)

PPI

Pixel Per Inch (화소밀도로 다양한 환경에 쓰이는 장치 해상도 측정 단위)

PPD

Pixel Per Degree (시청거리에 상관없이 시야각 1도에 포함되는 픽셀 수로 시야각에 따른
최대 해상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시야각 (FOV)

Field Of View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가 닿는 영역을 각으로 표시한 것으로
디바이스를 착용 후 관찰 지점에서 볼 수 있는 외부 환경 범위)

지연시간 (Latency)

영상데이터가 생성되고 디스플레이로 재생되는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시간

주사율 (Frame rate)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초당 화면으로 출력되는 프레임 개수로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초당 뿌려지는 이미지 수인 Hz로 표기

플리커 현상 (Flicker)

명도차를 갖는 패턴이 주기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깜박임으로 느껴지는 현상.
명암이 혼용되어 명암차를 느끼지 못하는 주기시간 까지를 범위로 함

제작자

휘도
위생
7세미만 소아 이용
7 ~ 19세 소아청소년 이용
이용 및 휴식시간
안전한 이용환경
동공간거리조절

이용자

구성요소

권고사항
VR

• 폐쇄 환경에서 재생된 가상영상 전체영역에서 시선의 중심 및 주변 부분의 광량을
    분석하여 휘도와 대조비를 고려해야함

휘도

IPD

Inter-pupillary Distance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좌우 눈의 동공 중심간 거리)

AR

• 투시환경에서 재생된 증강영상과 실공간의 광량을 분석하여 휘도와 대조비를
    균일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

아이릴리프 (eye relief)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최적의 화상을 시청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접안 광학 면으로부터
각막 면까지 사이의 거리

VR

• VR HMD는 외부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상의 콘텐츠만 보여주므로,
    단안기준 최소 HD (1024x768)이상, 30 PPD 이상의 화소 밀도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MSD

Musculoskeletal Disorder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자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문제)

AR

• AR HMD는 단안기준 최소 30 PPD 이상의 화소 밀도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VR HMD

VR Head Mounted Display (VR 체험을 위해 머리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영상표시 장치를 총칭)

VR

•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용하기에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하는 시야각은
    인간의 시야각과 유사하게 구현할 것을 권고함

AR HMD

AR Head Mounted Display
(AR 체험을 위해 머리나 안면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영상표시 장치를 총칭)

AR

• 외부환경 인지를 위한 투시 시야각은 가능한 인간시각의 시야각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VR

• 콘트롤러가 없는 경우 반응속도는 20 ms 이내여야 하고, 별도 콘트롤러가 있는 경우
    반응속도는 60 ms이내 여야 할 것을 권고함

해상도

디스플레이
시야각

지연 시간

•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지연시간을 60 ms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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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들은 교육 및 치료용, 게임용 등 이용 목적에 맞게 지연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제안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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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율

디스플레이

플리커 현상

청색광

이용편의

IPD
아이릴리프

• 주사율은 일반 컴퓨터 모니터와 유사한 수준인 60 Hz 수준을 권고하지만, 이용목적에 맞게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사율 정보를 제공할 것 권고함
이용 및

• 명도비가 큰 콘텐츠의 경우 플리커(주기적 깜박임)는 10 Hz 이상으로 제작할 것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권고함 (광과민성 발작증상 예방)

휴식시간

• 이용자들이 청색광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 권고함

사용 및 안전

• HMD에서 IPD를 맞출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권고함

VR
안전한
이용환경

• 3D 콘텐츠 제작시에는 사용자의 IPD를 고려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 HMD의 아이 릴리프는 통상적으로 최소 25 mm수준을 권고할 수 있음

VR

• 이용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디바이스를 이용할 경우 M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이용 시간, 자세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
    고지할 것 권고

AR

• 상호작용하면서 기기가 벗겨져 떨어지지 않고, 머리에 밀착 될 수 있도록
    스트랩 제공할 것 권고

• 디바이스 외부 발열로 인한 저온화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바이스의 피부 접촉면은
    최저 온도인 43℃ 이하가 되도록 설계할 것 권고

AR

• 설명서에 청력 손상 가능성 예방을 위해 사운드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경고할 것 권고

정의 및
기능

위생

• 이용 목적에 맞는 이용 장소와 제한 장소 명시할 것 권고
• 이용 장소를 벗어날 경우 시스템 경고 기능 포함할 것 권고

휘 도 (Luminance)

• 화면까지의 거리, 시력, 주변의 밝기를 고려하여 휘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단, 너무 밝을 경우 눈의 피로도가 높아짐)
• VR HMD : VR 외부광이 차단된 환경이므로, 휘도는 중요한 요소로 낮은 휘도 및 대조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논의됨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사용자의 경우 고휘도, 고채도의 섬광 혹은 패턴으로 인한 심각한 어지러움이나,
    발작, 경련, 일시적 의식 상식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AR HMD는 자연광에 오픈된 상태로 착용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기에 AR 디바이스는 주로
    단안 300nits(cd/m^2)수준의 휘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점점 고휘도의 디스플레이와 광학계로
    전환되는 추세
기존 연구

• 상호작용하면서 기기가 벗겨져 떨어지지 않고, 머리에 밀착 될 수 있도록
    스트랩 제공할 것 권고
AR

• 카메라 기능이 있는 HMD의 경우, 카메라를 사용하여 플레이 공간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하여 HMD 화면에 표시해 주는 Pass Through 카메라 기능을 포함할 것 권고

• AR HMD : 외부조명과 동시에 콘텐츠를 봐야하므로 디스플레이의 휘도가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공동 이용 시 반드시 안면에 닿는 부분을 소독하여 이용할 것 권고
• 땀, 물 등에 젖지 않고, 건조가 빠른 소재를 채택 통풍이 잘되는 구조로
    개발할 것을 권고

• VR 플레이 공간을 벗어났을 경우 HMD를 벗거나 플레이 공간으로 돌아가라는
    시스템 경고기능을 포함할 것 권고

• 화면이 얼마나 밝은가에 대한 것으로 태양 아래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함

• 안면에 닿는 패드를 쉽게 탈부착 가능하게 하고, 소독이 용이해야 함
VR

• 성인 45분 이용 시 5-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최대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① 요인

•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머리 움직임과 사운드 방향감을 일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고지해줄 것 권고
사용 및 안전

• 7세~19세 소아청소년들은 20분 이용 후, 10분 이상 휴식할 것 권고

1) 디스플레이 관련 요인

• 이용 중에 사운드를 쉽게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권고  
• 설명서에 사운드 조절 장치 및 방식에 대해 안내할 것 권고

• 설명서에 성인 30분 이용 시 10분 정도 휴식할 것을 명시할 것 권고

• 7세~19세 소아청소년들은 20분 이용 후, 10분 이상 휴식할 것 권고

• 최저온도 이상의 발열시 화면에 경고문이 제시되어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권고

사운드

AR

• 디바이스에 청색광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포함할 것 권고함

무게

발열

VR

• 공동 이용 시 반드시 안면에 닿는 부분을 무알콜성 항박테리아 물티슈로
    반드시 닦고, 말려서 관리하도록 권고

• 향후 AR 디스플레이(OST-HMD) 는 외부조명을 검출하는 조도 센서 및 디스플레이의 휘도를
    자동ㆍ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동하여 제작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음
기기명

MS hololenz2

Magic leap1

Moverio BT-30C

N-real light

휘도 (nits)

500

210

400

260

• AR 렌즈 관리에 대한 것도 주의사항 등 명시할 것 권고

연령

• 디바이스 이용가능 연령과 이용 시간에 대해서 명시할 것 권고

VR HMD 제작자

• 연령에 따라 이용가능 한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UI 설계할 것 권고

• VR HMD의 경우 폐쇄 환경에서 재생된 가상영상 전체 영역에서 시선의 중심 및 주변 부분의 광량을 분석하여
   휘도와 대조비가 너무 강할 경우 사용자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조절기능을 고려해야 함

• 7세~19세의 소아청소년 이용 시, 관리자1)에게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권고
• 7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할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용할 것 권고

1) 관리자는 부모님, 관련 선생님, VR 이용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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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권고사항

AR HMD 제작자
• AR HMD는 투시환경에서 재생된 증강영상과 실공간의 조명강도를 분서하여 휘도 및 대조비를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고려해야함
• AR HMD 제작자들은 주변 조명 밝기(조도)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조도 센서를 외부에 탑재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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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인

해상도(Resolution)

③ 요인

• 디스플레이 표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가에 대한 것으로
    디스플레이 화소수를 의미하며 픽셀로 나타냄

• 눈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하 좌우의 전방 360도 영역을 지칭
• 인간 시각에서 가장 해상력이 좋은 구간은 양안이 겹쳐지는 구간인 중심에서 전방위 15도 내외이며,
    약 40~50도가 가장 시각적 해상력이 좋은 시야각임

• 화소밀도(PPI) : PPI는 1인치 내 표시 가능한 화소수, 화소밀도를 의미함
정의 및
기능

• 각해상도(PPD) : 최근에는 해상도를 PPD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눈에서 출발하는 시야각 1도 내에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화소수를 의미함
• VR HMD : VR에서 해상도는 이용자의 몰입도 및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주며, 해상도가 높을수록
                 스크린 도어 이펙트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적음

정의 및
기능

• AR HMD : AR은 자연광 상태에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증강하여 이용하는 AR 콘텐츠 특성상,
                 해상도는 낮아질 수 있음

• 시야각은 HMD에서 콘텐츠 재현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상 카메라의 시야각과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차이가
    발생하면 화면 왜곡, 화질 저하 등에 의해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됨

• VR HMD는 대부분 FHD (1920x1080) 수준의 해상도를 각각의 양안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스크린의 크기 및 비율은 대부분 16:9 수준의 가로가 긴 극장 기준을 따르고 있음

기존 연구

HTC Vive

Oculus Go

Oculus Quest2

해상도

2560X1440

2160X1200

2560X1440

1832X1920

PPD

23

20

23

17

• VR HMD : 전면 외부 정보를 차단한 상태의 가상 화면에 의해서만 시각적 자극이 제공되므로,
                  VR HMD는 화면의 시야각만 고려함

• 기존 가이드 라인에서 시야각은 HMD에서 보여주는 영상의 시야각으로 표시해야 하며, 실제 시야각과 가상
    시야각은 가능한 일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ITU 연구 결과 VR HMD 이용을 통해 구현되는 360도 3D 그래픽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해상도는 25% 수준으로 일반 TV, 컴퓨터, 영화 시청의 환경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해상도를 요구함
    (이는 눈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광학계로 인해 확대된 콘텐츠를 보게 되기 때문)

Oculus Rift S

• HMD의 경우는 광학계 설계에 따라 가상 화면과 눈의 거리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시야각은 광학계 설계에 의해
   결정됨(일반적인 TV나 스마트폰의 경우 시청거리에 따라 같은 화면 크기에서도 시야각이 바뀔 수 있음)

• AR HMD : 화면에 의한 시야각과 외부 실환경에 의한 시야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외부 실환경의
                 시야각이 좁아진 경우는 불편감과 동시에 주위 상황파악의 부족으로 불안감 증가 및 사고의 위험을
                 유발 할 수 있음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VRㆍAR HMD 제조사는 디바이스에서 보여주는 영상의 해상도를 가로 X 세로 픽셀의
    개수로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기기명

시야각(FOV: Field Of View)

• VR HMD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고려할 때 사람의 눈 수준의 시야각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좌우 시야각은 유지하면서 상하 시야각을 조절할 경우 콘텐츠에 따라 몰입감 유지 및
    어지러움이 저감되는 적정 시야각을 찾을 수 있음

• AR HMD는 주로 단안 HD (1024x768) 수준의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안으로 FHD 이상의 해상도를
   제공하기도 함
• AR디바이스는 외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16:9 비율 대신 이동시 정보활용이
   용이한 4:3 혹은 1:1 비율이 선호됨

기존 연구

• 반사형 광학계를 사용하는 AR HMD는 광손실이 적으므로 화질이 우수하며 광량이 부족한 OLED를 사용하며,
   광손실이 큰 회절형 광학계를 사용하는 AR HMD는 화질보다 광량을 충족시킬수 있는 LCoS를 주로 사용
• 향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회절형 및 반사형 광학계 모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기기명

MS hololenz2

Magic leap1

Moverio BT-30C

N-real light

해상도

1268x728

1280X960

1280x720

1920x1080

PPD

47

32

64

42

VR HMD 제작자

제작자
권고사항

• VR HMD는 광학계를 지나 안구로 입사되는 콘텐츠의 해상도는 높을수록 시각적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데,
   외부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상의 콘텐츠만 보여주므로, 단안기준 최소 HD (1024x768)이상, 30 PPD 이상의
   화소 밀도를 제공할 것을 권고

• 최근 출시된 VR HMD의 경우 100~115도 사이의 시야각이 구현 가능함
기기명

Oculus Rift S

HTC Vive

Oculus Go

Oculus Quest2

시야각

110

110

110

110

AR HMD 제작자
• AR HMD는 디스플레이와 눈사이의 광학계를 통하여 시야각 및 PPD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시야각
   확장을 통하여 낮은 PPD를 제공할 경우 실환경과의 급격한 해상력 차이에 의한 시각적 피로감 증가와 몰입감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에 단안기준 최소 30 PPD 이상의 화소 밀도를 제공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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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 AR  HMD의 경우는 50도 내외로 구현하고 있는데 AR HMD의 경우 비정형 화면비의 사용에 따른 가로 시야각
   외에 세로 시야각도 중요하며, 외부 환경을 투시할 수 있는 투시 시야각도 중요하기 때문임(AR HMD의 경우
   외부 환경 인지를 위한 투시 시야각은 시각 수준의 시야각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제한될 경우 극히 일부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들이 존재)
기기명

MS hololenz2

Magic leap1

Moverio BT-30C

N-real light

시야각

52

50

23

52

④ 요인

• VRㆍAR HMD에서 영상데이터가 생성되고 디스플레이로 재생되는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시간을 의미

정의 및
기능

• 지연시간은 VRㆍAR HMD, 서버, 원격서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컨텐츠 복잡도,
    머리움직임 추적 반응시간, 렌더링, 영상전송, 디스플레이 응답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VR HMD : VR에서 지연시간은 이용자의 몰입감 및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폐쇄된
                 환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VR에서 지연시간은 이용자가 체감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AR HMD : AR은 생활환경 속에서 이용하므로 VR보다 이용자가 느끼는 민감도가 낮아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VR HMD 제작자
•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HMD 장비에서 보여주는 영상의 시야각으로 각도로 표시할 것 권고

제작자
권고사항

지연시간(Latency)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별도 입력장치가 없는 경우 지연시간은 20ms 이내, 별도 임력장치가 있는 경우
    지연시간은 60ms이내 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 VR 하드웨어 제작자들은 더 넓은 시야각을 표시하고자 광학계 설계를 하고자 하나, 과도한 시야각 확장을 통해
    낮은 PPD를 제공할 경우 몰입감은 증가할 수 있으나 시각적 피로감 증가에 의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제작자들은 PPD가 30 이하가 되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함께 점검해야 함
AR HMD 제작자

•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지연시간은 가능한 20ms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람이 자극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의 25% 범위인 20ms 이하일 때 지연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TTA, 2018)

• AR HMD 제작자들은 시야각이 넓은 디스플레이일수록 동시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더 넓은 시야각을
    설계하고자 하나 PPD가 30이하가 되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함께 점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지연시간이 20 ms 이상이 되면 멀미가 일어나기 시작하므로 각 제조사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외부환경 인지를 위한 투시 시야각은 가능한 인간시각의 시야각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

기존 연구

• 지연시간이 60ms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질감과 불쾌감을 느끼며 방향감각 상실로 몰입감 저하와
    피로감이 증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 최근 출시된 VR HMD의 경우 지연시간은 다음과 같음
기기명

Oculus Rift S

HTC Vive

Oculus Quest2

지연시간

18ms

13ms

23ms

• 최근 출시된 AR HMD의 경우 실제 환경과 함께 콘텐츠를 시청하므로 지연시간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음
VR HMD 제작자
• 콘트롤러가 없는 경우 지연시간은 20ms 이내여야 하고, 별도 콘트롤러가 있는 경우 반응속도는 60ms이내여야
    할 것을 권고
제작자
권고사항

• VR HMD 제작자들은 교육 및 치료용, 게임용 등 이용 콘텐츠에 맞게 지연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제안할 것을
    권고
AR HMD 제작자
•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AR의 특성상 VR 보다 지연시간은 이용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에
    AR 기기에서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지연시간을 60ms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
• AR HMD 제작자들은 교육 및 치료용, 게임용 등 이용 콘텐츠에 맞게 지연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제안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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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요인

주사율(Frame rate)

⑥ 요인

• 주사율은 1초에 몇 번의 신호가 왕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단위를 의미

• 플리커 (Flicker) 현상은 명도차를 갖는 패턴이 주기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깜박임으로 느껴지는 현상으로써,
    명암이 혼용되어 명암차를 느끼지 못하는 주기시간 까지를 범위로 함

• 높은 주사율을 지닌 디스플레이일수록 빠른 화면전환에서도 잔상이 없는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음
정의 및
기능

•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60Hz, 게임을 위해 제작된 모니터의 경우 144Hz, 240Hz의 주사율을 구현
• VR HMD : VR에서 주사율은 콘텐츠 재현과 관련된 기능으로 최근에는 최대 120Hz까지 구현하는 디바이스가
                 출시되는 추세

정의 및
기능

• 깜박임의 주사율이 특정 주사율에 근접했을 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있음
• VR HMD : VR은 사용자의 시야가 폐쇄된 환경으로써 개방된 환경보다 재생상의 명도차 인지가 수월함.
                 이에 영상 콘텐츠 제작시, 영상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거나 가능한 최소화해야 함

• AR HMD : AR에서 주사율은 콘텐츠 재현과 관련된 기능으로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용되는 AR의 특성으로
                 컴퓨터 모니터 수준인 60Hz 정도의 주사율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AR HMD : AR은 사용자의 시야가 개방된 환경으로써 주변시야 밝기와 중심 시야 밝기 차에 대한 인지민감도가
                 VR 환경보다는 둔감하지만, 장시간 플리커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함

• VR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소 60Hz, 가능하다면 120Hz 이상일 것을 권고

• 플리커 현상은 눈을 피로하게 하고 화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화면 주사 불량이나
    발광 물질의 짧은 지속성 등으로 인해 발생함

• 현재 출시되어 있는 VR HMD의 경우, 일체형은 60Hz~90Hz, PC 연동형은 90Hz~120Hz 주사율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플리커 현상은 명도차가 큰 영상의 주기적 재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깜박임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기존 연구

• 상호작용이 많은 게임형 콘텐츠의 경우 보다 높은 주사율의 HMD를 채택해야 함
• 최근 출시된 VR HMD의 경우 주사율은 다음과 같음
기존 연구

기타 요인 플리커(Flicker) 현상

기기명

Oculus Rift S

HTC Vive

Oculus Go

Oculus Quest2

주사율

80Hz

90Hz

72Hz

90Hz

• AR HMD의 경우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한 연산양이 많으므로 주사율이 VR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기기명

MS hololenz2

Magic leap1

Moverio BT-30C

N-real light

주사율

60Hz

60Hz

30Hz

60Hz

• 특정 주기범위에서의 영상 플리커는 사용자의 눈을 피로하게 하고 이상 자극(시각피질)을 활성화 시켜
    유사 간질과 같은 광과민성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1997년 일본 피카츄 만화 시청 중 전국 어린이 500여명이 동시에 광과민성 발작증상 발생한 사례가 있어,
    특히 소아청소년들이 VRㆍAR 이용 시 유의해야 함

제작자
권고사항

• VRㆍAR 콘텐츠 제작자에서 영상 콘텐츠의 구성 상 플리커링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명도비가 낮은
    교차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최소 20Hz 이상이거나 5Hz 이하의 플리커 주사율을 기준으로 제작할 것 권고
• 전자디바이스의 경우, 화면 최소 주사율은 60Hz 이상으로 하며, 명도비가 큰 콘텐츠의 경우 플리커
    (주기적 깜박임)는 10Hz 이상으로 제작하여 ‘광과민성 발작증상’을 예방해야 함

VR HMD 제작자
제작자
권고사항

• 주사율은 통상적으로 온-오프를 한 셋으로 하며, 한 셋트가 1초에 30번 이상 반복될 수 있는 주사율을
    유지하도록 권고 (60 Hz 이상)

⑦ 요인

• 청색광은 380nm~500nm의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 파장범위에서 유해한 파란색 계열의 빛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아 장시간 노출될 경우 눈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AR HMD 제작자
• AR 주사율은 일반 컴퓨터 모니터와 유사한 수준인 60 Hz 수준을 권고하지만, 이용목적에 맞게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사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권고

기타 요인 청색광(blue light)

정의 및
기능

• 일반적인 모니터로부터 발생되는 블루라이트는 넓은 각도로 퍼지며, 눈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광량이
    한정되어 있음
• VR HMD : 폐쇄된 환경이므로 청색광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임
• AR HMD : 외부조명이 주요 자극이기에 청색광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 연구

• 눈에 해로운 청색광이 전체 조도값의 0.085이하가 되며, 청색광에 해당하는 415 ~ 455 nm의 빛이
    400 - 500 nm빛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 유해 청색광의 비율을 낮추는 것을 권고함
    (Bernard C.Kress, 2020)
• VR HMD는 일반 전자기기와 달리 외부와 차단되도록 주변부 폐쇄가 되기 때문에 벽면 등에 블루라이트가
    반사 및 복사되어 눈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

제작자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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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에 블루라이트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할 것 권고
• 이용자들이 청색광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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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편의 관련 요인
⑧ 요인

⑨ 요인

•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최적의 화상을 시청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접안 광학 면으로부터 각막 면까지 사이의
    거리를 의미

동공 간 거리 조절(IPD: Interpupillary Distance)
•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좌우 눈의 동공 중심 간 거리를 의미함

• 각막 사이의 거리는 이용자 시야각과 관련되어 있기에 거리 조정을 통해 시야각을 조정할 수 있음

• IPD 조절을 통해 시야각 확보, 눈의 피로도와 어지러움 감소시킬 수 있음

• 아이 릴리프 조절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맞은 시청 화각을 구현

• VR HMD : VR에서는 다음과 같이 눈 사이 거리를 맞춰주는 장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음

• VR HMD : 아이 릴리프 기능은 교정 렌즈나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아래 그림과 같이 수동으로
                 아이 릴리프를 조절할 수 있음

정의 및
기능

정의 및
기능

[그림] HTC ViVe 아이 릴리프 기능

[그림] VR HTC ViVe IPD 기능

• AR HMD : AR 특성상 PD를 맞추는 별도 기능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AR HMD : AR HMD 특성상 글라스 형태의 기기는 현재 코받침을 통해 아이 릴리프를 조정

• 정확한 IPD 조절은 이미지나 영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눈의 피로를 감소

• 사람의 눈은 통상 200도의 시야각을 지니고 있는 반면, VRㆍAR HMD는 이보다 좁은 시청 화각을 제공하기에
    자연스러운 시청 화각의 부족으로 상대적 위화감과 인위적인 공간감의 수용으로 눈의 피로와 통증 그리고
    공간 인지부조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2015년 일본 VRC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6세 이후 정상 소아의 경우 입체시의 발달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IPD를 조절하여 맞출 수 있으면 HMD 이용 가능
기존 연구

• VR HMD 가이드라인에서도 IPD를 51mm~73 mm 사이에 있을 때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제시
• AR HMD의 경우, 글라스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여 착용하는 형태로 IPD를 맞출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을 위한
    IPD 맞춤기능은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음

기존 연구

• 향후 애플의 AR HMD에서 자동으로 IPD를 맞춰주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
제작자
권고사항

아이 릴리프(eye relief)

• VR 기기의 착용 후, 아이 릴리프가 설계된 거리보다 좁을 경우 설계된 영상보다 넓은 영역의 빈 공간까지를
    시청하게 되고, 넓을 경우는 영상의 외곽이 잘린 일부 영상만을 시청하게 됨   
• AR 기기에서는 별도 코받침을 제공하여 사이즈를 맞추게는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대안으로 AR 글래스는 시도 보정을 감안하여 아이릴리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VRㆍAR 기기는 최대 아이 릴리프 환경에서 설계된 재생상의 화각을 만족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적정
    아이 릴리프는 최소 25mm 수준을 권고

• VRㆍAR HMD에서 IPD를 맞출 수 있도록 개발할 것 권고  
• 3D 콘텐츠 제작시에는 사용자의 IPD를 고려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 안경을 쓰고도 VR HM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 박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할 것 권고
제작자
권고사항

• 시도 보정을 통해 AR HM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착용 범위에 대한 아이 박스 허용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할 것 권고
• VRㆍAR HMD의 아이 릴리프는 통상적으로 최소 25mm 수준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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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및 안전 관련 요인
⑩ 요인

⑪ 요인

• VRㆍAR HMD는 장시간 이용에 따른 저온화상 등 안전에 대한 우려 존재

무게

• 특히 여름철 고온 기후조건에서 HMD 발열량의 증가로 인해, 저온화상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보다
    주의가 필요

• 의료계 관계자들은 장시간 착용 시 목에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이때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소 5배 이상으로 목뼈, 근육,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정의 및
기능

• VR HMD : 현재 사용되고 있는 VR HMD의 경우 무게가 300~700g 정도 되는 것으로 VR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 M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정의 및
기능

• AR HMD : 현재 출시되는 AR 기기의 경우, 대부분 100g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VR 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에 대한 염려가 적음

기존 연구

• 최근 AR HMD 이용자들은 이용 시 귀쪽에서 발열감을 느껴 불편함을 호소함

기존 연구

• VR HMD를 머리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헤어밴드 부착할 것 권고

• VRㆍAR HMD 모두 온도 안전 규격 EN563(기기의 접촉 표면 온도 규정), ISO 13732-1(표면과 접촉에 대한
    인체 반응 평가 방법), IEC 60950-1 과 IEC 62368 (국제 안전기준에 의한 이용자 접촉 표면 온도 제한)을
    바탕으로 화상 최저 자극량인 43 ℃ 이하로 제작되고 있음
• VR HMD : 기기의 온도 일정 수준 높아지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됨. 기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메시지로 경고하도록 제작하며, 그럴 경우 즉시 디바이스를 벗고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고 권고
• AR HMD : 표면 온도가 43℃를 초과할 경우 화상의 위험을 경고하도록 제작

VR HMD 제작자

제작자
권고사항

• VR HMD : VR 기기 이용 시 디스플레이가 눈 가까이에 있으며, 눈 주위가 밀폐되어 있어 열의 방출이 어려워
                 이용자는 발열에 따른 안전문제 예방 필요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시간 이용할 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기존 가이드 라인에서도 MSD(musculoskeletal disorders :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용 시간,
    자세 등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

• HMD무게 분포를 최대한 분산시키면서도 한국인의 표준 두상을 상정하여 최대한 사용자 얼굴 형태와 맞도록
    HMD를 설계할 것을 권고

• 발열로 인한 저온화상 뿐 아니라, 뜨겁거나 불편할 정도로 따뜻한 HMD를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피부 발진, 홍반 등의 피부과적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AR HMD : AR 기기 이용 시 디스플레이가 눈 가까이에 있으며, 눈 양옆으로 구동부가 위치함에 따라 발열에
                 따른 안전문제 예방 필요

• VR HMD는 디스플레이가 앞쪽에 배치되어있기에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HMD 기기의 무게 분산을 위해
    머리 벨트 뒤쪽에 무게감을 주고, 머리에 딱 맞게 착용할 것을 권고
    (특히 여성이용자들의 경우 HMD 무게감에 더욱 불편함을 느낌)
• HMD가 본인 얼굴 형태와 맞지 않을 경우, 착용 시간 누적에 따른 얼굴에 가해지는 압박뿐만 아니라,
    무게 때문에 계속 흘러내려 착용끈을 더욱 조이게 되므로 그로 인해 머리가 느끼는 압박감이 심해짐

발열

제작자
권고사항

• 이용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디바이스를 이용할 경우 M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이용 시간,
    자세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함

• 디바이스 외부 발열로 인한 저온화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바이스의 피부 접촉면은 최저 온도인
    43 ℃ 이하가 되도록 설계할 것 권고
• 최저온도 이상의 발열시 화면에 경고문이 제시되어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권고

AR HMD 제작자
• AR HMD 이용 시, 상호작용하면서 기기가 벗겨져 떨어지지 않고, 머리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트랩 제공할 것
    권고

⑫ 요인
정의 및
기능

사운드
• VR 이용 시 이용자가 머리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사운드의 방향감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
• VRㆍAR HMD는 스피커가 내장된 형태로 제작되어 과도한 청각적 자극에 청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있
음
• VR HMD 및 AR HMD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시간 큰 소리로 이용할 때 청각적 손상의 가능성을 염려

기존 연구

• VR 콘텐츠 사용자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의 방향감이 최대한 유사하면 멀미 및
    어지러움을 다소 적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에 VR 360 공간 감각에 맞는 사운드 디자인이 필요
• AR HMD의 경우 현재는 스피커 내장형이 대부분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는
    추세
• VRㆍAR 기기 이용 중에 콘텐츠 사운드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권고  

제작자
권고사항

• VRㆍAR 기기에 대한 설명서에 사운드 조절 장치 및 방식에 대해 안내할 것 권고
• VRㆍAR 기기에 대한 설명서에 청력 손상 가능성 예방을 위해 사운드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경고할 것 권고
• VRㆍAR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머리 움직임과 사운드 방향감을 일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고지해줄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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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요인

위생

⑭ 요인

•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기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기 오염 등으로 인해 전염성 질환에 노출 될 수 있음
정의 및
기능

• 코로나 19 사태로 손으로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HMD와 트롤러 등은 이용전후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 VR HMD : 공용으로 VR 이용 시, 피부와의 접촉면, 콘트롤러 등의 관리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기에
                  VR HMD 이용 시, 별도 위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독을 시행해야 함

• VRㆍAR HMD에 대한 이용 가능 연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입체시가 발달되는
    7세 이상부터 이용할 것을 권고
정의 및
기능

VR HMD와 AR HMD  디바이스 가이드라인 대부분 13세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할 것을 권고

• VRㆍAR HMD가 피부에 인접하여 이용하므로 그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위생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음

구분

• HMD를 착용하면 안면에 닿는 부분이 오염되기 쉬우므로, 얼굴의 유분 화장품이 묻게 되고 다수의 사용자가
    착용할 경우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피부 질환이 발생 가능, 악취의 문제도 있음

식약처 가이드라인
콘텐츠진흥원
가이드라인

기존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이드라인
엔리얼 가이드라인
AR 홀로렌즈2
가이드라인

HTC Vive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VRㆍAR HMD의 병원 등에서 공중 사용 시 다수의 사용자가 단일기기를 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제공해야 함
이용자들은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권고함
관리자들은 항균성 물티슈로 HMD 얼굴쿠션, 헤드 스트랩, 렌즈, 센서, 헤드폰,
컨트롤러를 사용후 닦아서 말려놓을 것을 권고함

기존 연구

이용전 위생 점검: VR 기기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VR 마스크 활용해야함.
분리 세척이 가능한 VR 기기의 경우 패드를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함
이용후 관리: VR 기기의 본체 또는 패드가 땀이나 이물질에 오염되었는지 확인,
반드시 닦고 분리하여 세척해야함

디스플레이 전면부, 렌즈, 브로우패드: 보풀이 없는 마이크로 광섬유 천을 사용하여
먼지 제거. 70%알콜로 디바이스 표면 닦고 완전히 말려서 사용
행패드: 분리해서 항균제품을 사용하여 닦아냄. 완전히 마른후 사용
안면쿠션닦기: 안면쿠션을 분리, 부드러운 천에 물을 묻혀서 닦고, 상온에서
자연 건조. 물에 넣어서 세탁하는 것은 금지

Oculus 가이드라인

헤드셋 렌즈 및 센서 세척: 마른 광학렌즈용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세척.
세척시 액체 또는 화학 세정제 사용 금지

오큘러스 리프트/퀘스트

14세 미만 어린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

Play Station VR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

엔리얼 AR glass

15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

AR 홀로렌즈2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님

Vuzix Blade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이드 라인

유아나(7세미만) 초등학생(13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동의
발달 상태와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관리자의 관리 및 지도하에 사용해야 함.
기기 매뉴얼을 따를 것을 권고함

전  체

12세

15세

청소년불가

영  화

모든 연령

12세 이상 가능

15세 이상 가능

청소년 관람불가

게  임

모든 연령

12세 미만 이용불가

15세 미만 이용불가

청소년 이용불가

• 디바이스 이용가능 연령과 그에 따른 이용 시간에 대해서 명시할 것 권고

헤드셋 렌즈 닦기: 상자에 포함된 청소용 천을 사용하여 알코올 또는
렌즈 클리너를 묻혀서 닦아냄

PSVR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디바이스에서 이용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등급의 경우 게임, 국내 비디오 및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를 참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사용 후 무알콜성 항균 티슈로 본체를 닦고, 마른 극세사천으로 렌즈 닦을 것 권장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고, 제품을 닦을 때에는 솔벤트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

• VRㆍAR HMD 이용 가능 연령은 VRㆍAR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바이스를 제작할 때 연령에 맞는 착용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VRㆍAR HMD에서 연령에 따른 이용 가능한 콘텐츠는 국내 방송영상물 등급제도, 게임물 등급 분류 필증으로
    제시할 수 있음

• AR HMD : 공용으로 AR 이용 시, 손과 얼굴이 닿는 부분에 대해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구분

연령

제작자
권고사항

• IPD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의 경우 이용제한 연령 표기할 것 권고
• 연령에 따라 이용가능한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UI 설계할 것 권고
• 7세~19세의 소아청소년이 이용 시, 관리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권고
• 7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할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용할 것 권고

VR HMD 제작자
• 안면에 닿는 패드를 쉽게 탈부착 가능하게 하고, 소독이 용이해야 함
• 땀이나 물에 젖지 않고, 건조가 빠른 소재를 채택하며 통풍이 잘되는 구조 도입
제작자
권고사항

• 여러 명이 쓰는 공용 디바이스의 경우 안면에 닿는 부분을 소독하여 관리하도록 고지할 것 권고
AR HMD 제작자
• 여러 명이 쓰는 공용 AR HMD의 경우 안면에 닿는 부분을 무알콜성 항박테리아 물티슈로 반드시 닦고,
    말려서 관리하도록 권고
• AR 렌즈 관리에 대한 것도 주의사항 등 명시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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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요인
정의 및
기능

이용 및 휴식시간

⑯ 요인

• 이용자의 HMD 이용 시간은 눈, 목, 어깨 피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적절한 시간의 HMD 이용은 신체적 부작용 및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음

정의 및
기능

•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VR HMD의 경우 30분 이용 시 10~15분 정도 HMD를 벗고 걸어 다니며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

• AR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함에 따라,
    AR 이용 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주요 내용

오큘러스 리프트/퀘스트

매 30분 마다 10-15분 휴식을 취할 것 권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결정하여 휴식

HTC Vive

휴식 없이 장시간 사용 제한, 이용 시간 및 휴식 빈도는 이용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기존 연구

• VR HMD의 경우 이용 시 이용자의 시야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함에 따라,
    VR 이용 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 HTC VIVE 룸스케일 설정
    - 룸스케일 설은 최소 2 m X 1.5 m의 플레이 영역 권장

• AR HMD 의 경우 최대 이용 시간은 2시간이며, 45분마다 10~15분 정도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
구분

안전한 이용환경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한시간 마다 15분 휴식 권장
Play Station VR

휴식시간의 길이나 빈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불쾌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휴식 권고

• HTC VIVE 플레이 영역 선택 (Chaperon 시스템)
    - 플레이 영역은 최대 5m 대각선 영역 안에서 이동 지원됨. 3.5 m X 3.5 m의 최소 공간 필요
    - 플레이 영역에는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야 함
    - 플레이 영역을 설정하고 이 공간을 벗어나거나 침해받게 되면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

두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엔리얼 AR glass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45분 마다 최소 10~15분씩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이드라인

교육용으로 HMD 이용 시, 20분 이용 후 이용자의 컨디션 살피고
20분 휴식 할 것 권고

기존 연구

VR HMD 제작자
• VR HMD 이용자 설명서에 성인 30분 이용 시 5-10분 정도 휴식할 것을 명시할 것 권고
제작자
권고사항

• 7세 ~ 19세 소아청소년들은 20~30분 이용후, 10분 이상 휴식할 것 권고

• Oculus Rift 가디언 시스템
    - 가디언을 활성화하여 플레이 공간을 정하는 경우, 공간의 경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줌
    - 가디언으로 설정된 플레이 공간에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함

AR HMD 제작자
• AR HMD는 성인 45분 이용 시 5-15분 정도 쉬는 것 권고, 최대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 AR 홀로렌즈 2
    - 충분한 빛과 공간이 있는 실내 공간 선택할 것을 권고함
    - 넘어질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실내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함
    - 홀로렌즈가 매핑하고 주변에 맞게 자동 조정하는데 15-20분이 소요됨

• 7세 ~ 19세 소아청소년들은 20~30분 이용후, 10분 이상 휴식할 것 권고

• AR 엔리얼
    - 실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실외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할 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자동차,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중 이용 자제
VR HMD 제작자
• VR 플레이 공간을 벗어났을 경우 HMD를 벗거나 플레이 공간으로 돌아가라는 시스템 경고 기능을
    포함할 것 권고
제작자
권고사항

• 카메라 기능이 있는 HMD의 경우, 카메라를 사용하여 플레이 공간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하여
    HMD 화면에 표시해 주는 Pass Through 카메라 기능을 포함할 것 권고
AR HMD 제작자
• 이용 목적에 맞는 이용 장소와 제한 장소 명시할 것 권고
• 이용 장소를 벗어날 경우 시스템 경고 기능 포함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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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ㆍAR 디바이스 이용 가이드라인
1. VRㆍAR 인체영향 영향 요인에 따른 이용 가이드라인
1) 디스플레이 관련 요인

VRㆍAR 디바이스
이용 가이드라인

내용을 임의로 활용, 무단 도용 및 인용 시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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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ㆍAR 인체영향 영향 요인에 따른 이용 가이드라인

● VRㆍ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요약

- VRㆍAR HMD 제작 권고사항과  VRㆍAR HMD 이용 권고사항에서 공통요소는 다음과 같음

VR
● 관련

용어 및 약어 정의
용어 및 약어

66

해상도 및 시야각 : 30PPD 이상 확보 권고
지연시간 : 20ms 이내,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60ms 이내
주사율 : 60Hz 이상 권고
플리커 : 명도 대비 큰 콘텐츠의 경우 10Hz 이상 제작
아이릴리프 : 최소 25mm 수준 권고
동공간거리조절 : 50mm ~ 73mm 사이 조절 가능 권고
발열 : 피부 접촉면이 43°C 이하일 것 권고

정의

휘도 (Luminance)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

청색광 (Blue light)

380~500nm의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 파장범위에서 유해한 파란색 계열의 빛

해상도 (Resolution)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면이 얼마나 많은 수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디스플레이의 선명도로 PPI나 PPD로 표현)

PPI

Pixel Per Inch (화소밀도로 다양한 환경에 쓰이는 장치 해상도 측정 단위)

PPD

Pixel Per Degree (시청거리에 상관없이 시야각 1도에 포함되는 픽셀 수로 시야각에 따른
최대 해상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시야각 (FOV)

Field Of View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가 닿는 영역을 각으로 표시한 것으로
디바이스를 착용 후 관찰 지점에서 볼 수 있는 외부 환경 범위)

지연시간 (Latency)

영상데이터가 생성되고 디스플레이로 재생되는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시간

주사율 (Frame rate)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초당 화면으로 출력되는 프레임 개수로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초당 뿌려지는 이미지 수인 Hz로 표기

플리커 현상 (Flicker)

명도차를 갖는 패턴이 주기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깜박임으로 느껴지는 현상.
명암이 혼용되어 명암차를 느끼지 못하는 주기시간 까지를 범위로 함

IPD

Inter-pupillary Distance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좌우 눈의 동공 중심간 거리)

아이릴리프 (eye relief)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최적의 화상을 시청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접안 광학 면으로부터
각막 면까지 사이의 거리

MSD

Musculoskeletal Disorder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자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문제)

제작자

이용자

VR HMD

VR Head Mounted Display (VR 체험을 위해 머리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영상표시 장치를 총칭)

AR HMD

AR Head Mounted Display
(AR 체험을 위해 머리나 안면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영상표시 장치를 총칭)

2020년 VR·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AR

이용 및 휴식시간 :
성인 30분 이용후
10분 휴식 권고

휘도 : 명도 및 채도 대비가 덜하도록 조절 권고
위생 : 피부 접촉면에 대해서 살균 권고
7세미만 :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권고
7 ~ 19세 : 관리자의 동의 하에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권고
이용시간 : 소아청소년 20분 이용 10분 휴식
이용환경 : 2m X 3.5m 장애물 없는 이용공간 확보
동공간거리조절 :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관리자가
반드시 IPD 맞추는 것을 안내할 것 권고

구성요소

시야각 :
AR글래스 테두리로 시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인식.
이용시 시야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용 및 휴식시간 :
성인 45분 이용후
5~10분 휴식 권고

권고사항
VR

• 휘도와 대조비가 높은 콘텐츠는 눈의 피로도를 높이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도 및 채도 대비가 덜하도록 조절 권고

AR

• 투시환경에서 재생된 증강영상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바이스 밝기를 조절하여
    이용할 것 권고

휘도

해상도
디스플레이

• 상호작용이 많은 콘텐츠를 이용할 목적일 경우, 디바이스 해상도가 높은 것을 이용할 것 권고
VR

• 몰입감을 높이고 눈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에게 맞는 시야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

AR

• AR 디바이스 테두리로 인해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동하며
    이용 시 시야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시야각

지연 시간

• 이용 시 화면 지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디바이스를 벗어서 정상 구동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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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율
디스플레이
플리커 현상
청색광

IPD
이용편의
아이릴리프

• 게임과 같은 역동적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주사율을 지닌 기기를
    선택할 것을 권고
•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교육용, 치료용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최소 60hz 정도의 기기 선택도
    무방함

• 플레이 공간을 설정하여 이용할 것 권고
VR
사용 및 안전

• 깜박이는 콘텐츠에 의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즉시 디바이스를 벗어서 휴식을 취할 것 권고

• IPD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HMD를 이용할 경우 눈에 피로도가 높아지기에 최적의 콘텐츠
    이용을 위해 HMD 착용후 IPD를 맞춘 후 이용할 것 권고
• 7~19세 소아청소년들이 HMD를 이용할 경우, 보호자(선생님, 부모님 등)가  IPD를 맞추도록
    안내할 것 권고

● 소아청소년

고지 사항

• 소아청소년들이 VR HMD를 이용할 경우, 500g 미만의 가벼운 기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권고 (어린이 자전거 헬멧의 경우 통상 무게가 400g 내외인 것을 감안함)

이용 전
확인 사항

• VRㆍAR 기기에 사운드 조절장치 이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해둘 것 권고
사운드

사용 및 안전

위생

• 청력 손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VRㆍAR 기기 이용 시,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권고
• 전염성 증상, 감염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 특히 눈, 피부나 두피의 전염성 증상, 감염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과 HMD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제품을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할 때마다 HMD와 컨트롤러를 소독하여 이용할 것 권고

연령

•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할 때,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용할 것 권고

이용 및
휴식시간

AR

멀미, 두통 여부

3. VR 이용 시에는 머리를 빠르게 돌리지 않습니다.

멀미 예방

1. 센서 간섭으로 인해 등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이용 환경

2. 1인당 2m x 2m 정도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이용 환경

3. 학생들의 VRㆍAR 기기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패드 등을
   미리 설치해주세요.

이용 환경

4. VR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과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이용 환경

① 요인
정의 및
기능

휘 도 (Luminance)
• 화면이 얼마나 밝은가에 대한 것으로 디스플레이 구현 시, 이용자들은 태양 아래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함
• 단, 너무 밝을 경우 눈의 피로도가 높아짐

기존 연구

• 일부 사용자의 경우 디스플레이에서의 고휘도, 고채도의 섬광 혹은 패턴으로 인한 심각한 어지러움이나, 발작,
    경련, 일시적 의식 상식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

• 7세~19세 소아청소년들은 20~30분 이용후, 10분 이상 휴식할 것 권고

VR 이용자
권고사항

• VR 이용 시 너무 밝고 대조비가 높은 콘텐츠는 눈의 피로도를 높이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도 및
    채도 대비가 덜하도록 조절하여 이용할 것 권고

• AR HMD는 성인 45분 이용 시 5-10분 정도 쉬는 것 권고, 최대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AR 이용자
권고사항

• AR 이용 시 재생된 증강 영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기기의 밝기를 조절하여 이용할 것 권고

• 영화 및 게임물 등급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관리할 것 권고
VR

2. VRㆍAR 기기 이용 시, 멀미나는 느낌이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1) 디스플레이 관련 요인

• 7세~19세의 소아청소년이 이용할 때, IPD 기능이 있는 VR/ AR HMD를 채택할 것 권고
• 7세~19세의 소아청소년이 이용할 때,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지켜보는 것을 권고

√ 양안시 문제 여부 확인
    (약시, 사시, 부동시 등)
√ IPD, 아이릴리프 확인

이용 전

• 여성 및 소아청소년들이 HMD를 이용할 경우 머리에 딱 맞춰 이용할 것 권고

• 소아청소년들 이용 시, 화면의 발열 경고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주어야 함.
    아이들이 집중하여 이용할 때 열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면밀하게
    관찰해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체크사항

내용

1. VRㆍAR 기기를 썼을 때,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손들어주세요.

• 발열감이 느껴지면 즉시 HMD를 벗고 전원을 꺼두어야 함
발열

• VRㆍAR HMD를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보호자 주시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VRㆍAR 이용 시, 관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 VRㆍAR HMD 이용 전, 디바이스의 아이릴리프 기능을 이용하여 렌즈 거리를 맞추고
    이용할 것 권고
• 시력발달이 진행 중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아이릴리프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것 권고

• 팔을 뻗어서 닿는 물건이 없는 실내 공간에서 이용할 것 권고
AR

• 콘텐츠 이용으로 눈의 피로도를 느낀다면, 디바이스에서 청색광 영역을 조절하여
    이용할 것 권고

• MSD 예방을 위해 VRㆍAR HMD 착용방법에 유의하여 이용할 것 권고
무게

안전한
이용환경

• VRㆍAR HMD를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보호자 주시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VR HMD 이용자 설명서에 성인 30분 이용 시 10분 정도 휴식할 것을 명시할 것 권고

• 7세~19세 소아청소년들은 20~30분 이용후, 10분 이상 휴식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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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인

해상도(Resolution)

③ 요인

• 디스플레이 표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가에 대한 것으로
    디스플레이 화소수를 의미하며 픽셀(pixel)로 나타냄

시야각(FOV: Field Of View)
• 눈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하 좌우의 전방 360도 영역을 지칭
• 인간 시각에서 가장 해상력이 좋은 구간은 양안이 겹쳐지는 구간인 중심에서 전방위 15도 내외이며,
    약 40~50도가 가장 시각적 해상력이 좋은 시야각임

정의 및
기능
정의 및
기능

• 화소밀도(PPI) : 화면 1인치 내 표시 가능한 화소수로 화소밀도를 의미하며, 화소밀도가 높을수록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음
• 각해상도(PPD) : 해상도를 PPD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눈에서 출발하는 시야각 1도 내에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화소수를 의미하며, VR과 AR기기는 화면을 바라볼 때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디스플레이기 때문에 각도와 거리에 따라 PPI가 다르므로 PPD를 함께 사용

• 시야각은 HMD에서 콘텐츠 재현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상 카메라의 시야각과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차이가
    발생하면 화면 왜곡, 화질저하 등에 의해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됨
• 현재 VR HMD 및 AR HMD에 대한 시야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최근 출시된 VR HMD의 경우
    100~115도 사이의 시야각이 구현 가능함

• ITU 연구 결과 VR HMD 이용을 통해 구현되는 360도 3D 그래픽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해상도는 25% 수준으로 일반 TV, 컴퓨터, 영화 시청의 환경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해상도를 요구함

기존 연구

• VR HMD는 대부분 FHD (1920x1080) 수준의 해상도를 각각의 양안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스크린의 크기 및 비율은 대부분 16:9 수준의 가로가 긴 극장 기준을 따르고 있음
기기명

Oculus Rift S

HTC Vive

Oculus Go

Oculus Quest2

해상도

2560X1440

2160X1200

2560X1440

1832X1920

PPD

23

20

23

17

기존 연구
• AR HMD는 주로 단안 HD (1024x768) 수준의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안으로 FHD 이상의 해상도를
    제공하기도 함
• AR디바이스는 외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16:9 비율 대신 이동시 정보활용이
    용이한 4:3 혹은 1:1 비율이 선호됨

이용자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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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MS hololenz2

Magic leap1

Moverio BT-30C

N-real light

해상도

1268x728

1280X960

1280x720

1920x1080

PPD

47

32

64

42

기기명

Oculus Rift S

HTC Vive

Oculus Go

Oculus Quest2

시야각

110

110

110

110

• AR HMD의 경우는 50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기기명

MS hololenz2

Magic leap1

Moverio BT-30C

N-real light

시야각

52

50

23

52

VR 이용자
권고사항

• VR 이용자는 몰입감을 높이고 눈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에게 맞는 시야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

AR 이용자
권고사항

• AR 이용자는 화면에 의한 시야각과 외부 환경에 의한 시야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AR 디바이스 테두리로 인해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동하며 이용 시 시야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상호작용이 많은 콘텐츠를 이용할 목적일 경우, 해상도가 높은 디바이스를 이용할 것 권고

2020년 VR·AR 디바이스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별첨2. VRㆍAR 디바이스 이용 가이드라인]

71

④ 요인
정의 및
기능

지연시간(Latency)

⑤ 요인

• VRㆍAR HMD에서 영상데이터가 생성되고 디스플레이로 재생되는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시간을 의미

• 주사율은 1초에 몇 번의 신호가 왕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단위를 의미

• 지연시간은 VRㆍAR HMD, 서버, 원격서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컨텐츠 복잡도, 머리움직임
    추적 반응시간, 렌더링, 영상전송, 디스플레이 응답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높은 주사율을 지닌 디스플레이일수록 빠른 화면전환에서도 잔상이 없는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연시간이 20ms 이상이 되면 멀미가 일어나기 시작하므로 각 제조사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정의 및
기능

•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60Hz, 게임을 위해 제작된 모니터의 경우 144Hz, 240Hz의 주사율을 구현
• VR HMD : VR에서 주사율은 콘텐츠 재현과 관련된 기능으로 최근에는 최대 120Hz까지 구현하는 디바이스가
                 출시되는 추세
• AR HMD : AR에서 주사율은 콘텐츠 재현과 관련된 기능으로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용되는 AR의 특성으로
                 컴퓨터 모니터 수준인 60Hz 정도의 주사율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연시간이 60ms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질감과 불쾌감을 느끼며 방향감각 상실로 몰입감 저하와
    피로감이 증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 최근 출시된 VR HMD의 경우 지연시간은 다음과 같음

• VR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소 60Hz, 가능하다면 120Hz 이상일 것을 권고

기존 연구
기기명

Oculus Rift S

HTC Vive

Oculus Quest2

지연시간

18ms

13ms

23ms

• 현재 출시되어 있는 VR HMD의 경우, 일체형은 60Hz~90Hz, PC 연동형은 90Hz~120Hz 주사율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호작용이 많은 게임형 콘텐츠의 경우 보다 높은 주사율의 HMD를 채택해야 함
• 최근 출시된 VR HMD의 경우 주사율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출시된 AR HMD의 경우 실제 환경과 함께 콘텐츠를 시청하므로 지연시간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음
이용자
권고사항

주사율(Frame rate)

• VRㆍAR 이용 시 화면 멈춤과 화면 지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디바이스를 벗어서 정상 구동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것 권고

기존 연구

기기명

Oculus Rift S

HTC Vive

Oculus Go

Oculus Quest2

주사율

80Hz

90Hz

72Hz

90Hz

• AR HMD의 경우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한 연산양이 많으므로 주사율이 VR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용자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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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MS hololenz2

Magic leap1

Moverio BT-30C

N-real light

주사율

60Hz

60Hz

30Hz

60Hz

• 게임과 같이 화면변화가 빠른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높은 주사율을 지닌 기기를 선택할 것을 권고
•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교육용, 치료용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최소 60 Hz 정도의 기기 선택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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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인

기타 요인 플리커(Flicker) 현상
• 플리커(Flicker) 현상은 명도차를 갖는 패턴이 주기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깜박임으로 느껴지는 현상

정의 및
기능

• VR HMD : VR은 사용자의 시야가 폐쇄된 환경으로써 개방된 환경보다 재생상의 명도차 인지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용 시 주의해야 함

2) 이용 편의 관련 요인
⑧ 요인

동공 간 거리 조절(IPD: Interpupillary Distance)
•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좌우 눈의 동공 중심 간 거리를 의미함
• IPD 조절을 통해 시야각 확보, 눈의 피로도와 어지러움 감소시킬 수 있음

• AR HMD : AR은 사용자의 시야가 개방된 환경으로써 주변시야 밝기와 중심 시야 밝기 차에 대한
                 인지 민감도가 VR 환경보다는 둔감하지만, 장시간 플리커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함

• VR HMD : VR에서는 다음과 같이 눈 사이 거리를 맞춰주는 장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음

• 플리커 현상은 명도차가 큰 영상의 재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깜박임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기존 연구

• 특정 주기범위에서의 영상 플리커는 사용자의 눈을 피로하게 하고 이상 자극(시각피질)을 활성화 시켜
    유사 간질과 같은 광과민성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1997년 일본 피카츄 만화 시청 중 전국 어린이 500여명이 동시에 광과민성 발작증상 발생한 사례가 있어,
    특히 소아청소년들이 VRㆍAR 이용 시 유의해야 함

이용자
권고사항

• VRㆍAR 깜박이는 콘텐츠에 의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즉시 디바이스를 벗어서 휴식을 취할 것 권고

⑦ 요인

정의 및
기능

기타 요인 청색광(blue light)

정의 및
기능

• 청색광은 380 nm ~ 500 nm의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 파장범위에서 유해한 파란색 계열의 빛을 의미하며,
    에너지 레벨이 높아 장시간 노출될 경우 눈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기존 연구

• VR HMD는 일반 전자기기와 달리 외부와 차단되도록 주변부 폐쇄가 되기 때문에 벽면 등에 블루라이트가
    반사 및 복사되어 눈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

[그림] VR HTC ViVe IPD 기능

• AR HMD : AR 특성상 PD를 맞추는 별도 기능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확한 IPD 조절은 이미지나 영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눈의 피로를 감소

• AR HMD의 경우 외부조명이 주요 자극이기에 청색광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용자
권고사항

• 콘텐츠 이용으로 눈의 피로도를 느낀다면, 디바이스에서 청색광 영역을 조절하여 이용할 것 권고

• 2015년 일본 VRC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6세 이후 정상 소아의 경우 입체시의 발달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IPD를 조절하여 맞출 수 있으면 HMD 이용 가능
기존 연구

• VR HMD 가이드라인에서도 IPD를 51mm~73 mm 사이에 있을 때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제시
• AR HMD의 경우, 글라스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여 착용하는 형태로 IPD를 맞출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을 위한
    IPD 맞춤기능은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음
• 향후 애플의 AR HMD에서 자동으로 IPD를 맞춰주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

이용자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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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콘텐츠 이용을 위해 HMD 착용 후 IPD를 맞춘 후 이용할 것 권고
• 7~19세 소아청소년들이 HMD를 이용할 경우, 관리자(선생님, 부모님 등)가  IPD를 맞추도록 안내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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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요인

아이 릴리프(eye relief)
•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최적의 화상을 시청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접안 광학 면으로부터 각막 면까지 사이의
    거리를 의미

3) 사용 및 안전 관련 요인
⑩ 요인

• 각막 사이의 거리는 이용자 시야각과 관련되어 있기에 거리 조정을 통해 시야각을 조정할 수 있음
• VR HMD : 아이 릴리프 기능은 교정 렌즈나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아래 그림과 같이 수동으로
                  아이 릴리프를 조절할 수 있음

정의 및
특징

무게
• VR HMD : 현재 사용되고 있는 VR HMD의 경우 무게가 300~700g 정도 되는 것으로 VR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 M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AR HMD : 현재 출시되는 AR 기기의 경우, 대부분 100g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VR 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에 대한 염려가 적음
• 기존 가이드 라인에서도 MSD(musculoskeletal disorders :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용 시간,
    자세 등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

기존 연구
정의 및
기능

• VR HMD는 디스플레이가 앞쪽에 배치되어있기에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HMD 기기의 무게 분산을 위해
    머리 벨트 뒤쪽에 무게감을 주고, 머리에 딱 맞게 착용할 것을 권고
• MSD 예방을 위해 VRㆍAR HMD 착용방법에 유의하여 이용할 것 권고

이용자
권고사항

• 특히 여성, 소아청소년들이 디바이스를 이용할 경우 머리에 딱 맞게 조절한 후 이용할 것 권고
• 소아청소년들이 VR HMD를 이용할 경우, 500g 미만의 가벼운 기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권고
    (어린이 자전거 헬멧의 경우 통상 무게가 400g 내외)

[그림] HTC ViVe 아이 릴리프 기능

• AR HMD : AR HMD 특성상 글라스 형태의 기기는 현재 코받침을 통해 아이 릴리프를 조정

⑪ 요인

• VR 기기의 착용 후, 아이 릴리프가 설계된 거리보다 좁을 경우 설계된 영상보다 넓은 영역의 빈 공간까지를
    시청하게 되고, 넓을 경우는 영상의 외곽이 잘린 일부 영상만을 시청하게 됨   
기존 연구

• AR 기기에서는 별도 코받침을 제공하여 사이즈를 맞추게는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대안으로 AR 글래스는 시도 보정을 감안하여 아이릴리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발열로 인한 저온화상 뿐 아니라, 뜨겁거나 불편할 정도로 따뜻한 HMD를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피부 발진, 홍반 등의 피부과적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정의 및
특징

• VRㆍAR HMD 이용 전 아이릴리프를 이용, 렌즈 거리를 맞추고 이용할 것 권고
• 시력 발달이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아이릴리프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것 권고

• VR HMD : VR 기기 이용 시 디스플레이가 눈 가까이에 있으며, 눈 주위가 밀폐되어 있어 열의 방출이 어려워
                 이용자는 발열에 따른 안전문제 예방 필요
• AR HMD : AR 기기 이용 시 디스플레이가 눈 가까이에 있으며, 눈 양옆으로 구동부가 위치함에 따라 발열에
                 따른 안전문제 예방 필요

• VRㆍAR 기기는 최대 아이 릴리프 환경에서 설계된 재생상의 화각을 만족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적정
    아이 릴리프는 최소 25 mm 수준을 권고
이용자
권고사항

발열

기존 연구

• VRㆍAR HMD 모두 온도 안전 규격 EN563(기기의 접촉 표면 온도 규정), ISO 13732-1(표면과 접촉에 대한
    인체 반응 평가 방법), IEC 60950-1 과 IEC 62368 (국제 안전기준에 의한 이용자 접촉 표면 온도 제한)을
    바탕으로 화상 최저 자극량인 43 ℃ 이하로 제작되고 있음
• VR HMD : 기기의 온도 일정 수준 높아지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됨. 기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메시지로 경고하도록 제작하며, 그럴 경우 즉시 디바이스를 벗고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고 권고
• AR HMD : 표면 온도가 43℃를 초과할 경우 화상의 위험을 경고하도록 제작

이용자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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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감이 느껴지면 즉시 VRㆍAR HMD를 벗고 전원을 꺼두어야 함
• 소아청소년들 이용 시, 보호자가 화면의 발열 경고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주어야 하며, 아이들이 집중하여
    이용할 때 열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면밀하게 관찰해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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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요인
정의 및
특징

기존 연구

이용자
권고사항

사운드

⑬ 요인

• VR 이용 시 이용자가 머리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사운드의 방향감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
• VRㆍAR HMD는 스피커가 내장된 형태로 제작되어 과도한 청각적 자극에 청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음
• VR 콘텐츠 사용자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의 방향감이 최대한 유사하면 멀미 및
    어지러움을 다소 적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에 VR 360 공간 감각에 맞는 사운드 디자인이 필요

위생
•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기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기 오염 등으로 인해 전염성 질환에 노출 될 수 있음

기능 및
특징

• 코로나 19 사태로 손으로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HMD와 트롤러 등은 이용전후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 VR HMD : 공용으로 VR 이용 시, 피부와의 접촉면, 콘트롤러 등의 관리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기에
                  VR HMD 이용 시, 별도 위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독을 시행해야 함
• AR HMD : 공용으로 AR 이용 시, 손과 얼굴이 닿는 부분에 대해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 AR HMD의 경우 현재는 스피커 내장형이 대부분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는 추세

• VRㆍAR HMD가 피부에 인접하여 이용하므로 그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위생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음

• VRㆍAR 기기에 사운드 조절장치 이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해둘 것 권고

구분

• 청력 손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VRㆍAR 기기 이용 시,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권고

식약처 가이드라인
콘텐츠진흥원
가이드라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이드라인
기존 연구

엔리얼 가이드라인
AR 홀로렌즈2
가이드라인

HTC Vive
가이드라인

이용자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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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VRㆍAR HMD의 병원 등에서 공중 사용 시 다수의 사용자가 단일기기를 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제공해야 함
이용자들은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권고함
관리자들은 항균성 물티슈로 HMD 얼굴쿠션, 헤드 스트랩, 렌즈, 센서, 헤드폰,
컨트롤러를 사용후 닦아서 말려놓을 것을 권고함
이용전 위생 점검: VR 기기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VR 마스크 활용해야함.
분리 세척이 가능한 VR 기기의 경우 패드를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함
이용후 관리: VR 기기의 본체 또는 패드가 땀이나 이물질에 오염되었는지 확인,
반드시 닦고 분리하여 세척해야함
사용 후 무알콜성 항균 티슈로 본체를 닦고, 마른 극세사천으로 렌즈 닦을 것 권장
디스플레이 전면부, 렌즈, 브로우패드: 보풀이 없는 마이크로 광섬유 천을 사용하여
먼지 제거. 70%알콜로 디바이스 표면 닦고 완전히 말려서 사용
행패드: 분리해서 항균제품을 사용하여 닦아냄. 완전히 마른후 사용
안면쿠션닦기: 안면쿠션을 분리, 부드러운 천에 물을 묻혀서 닦고, 상온에서
자연 건조. 물에 넣어서 세탁하는 것은 금지
헤드셋 렌즈 닦기: 상자에 포함된 청소용 천을 사용하여 알코올 또는
렌즈 클리너를 묻혀서 닦아냄

PSVR 가이드라인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고, 제품을 닦을 때에는 솔벤트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

Oculus 가이드라인

헤드셋 렌즈 및 센서 세척: 마른 광학렌즈용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세척.
세척시 액체 또는 화학 세정제 사용 금지

• 전염성 증상, 감염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 특히 눈, 피부나 두피의 전염성 증상,
    감염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과 HMD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제품을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사용할 때마다 HMD와 컨트롤러는 소독 제품으로 닦아서 이용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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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⑭ 요인

연령

⑮ 요인

• VRㆍAR HMD에 대한 이용 가능 연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입체시가 발달되는
    7세 이상부터 이용할 것을 권고
기능 및
특징

기능 및
특징

• VRㆍAR HMD 이용 가능 연령은 VRㆍAR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바이스를 제작할 때 연령에 맞는 착용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기존 연구

주요 내용
14세 미만 어린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

Play Station VR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

엔리얼 AR glass

15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

• 적절한 시간의 HMD 이용은 신체적 부작용 및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음

• AR HMD 의 경우 최대 이용 시간은 2시간이며, 45분마다 10~15분 정도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

VR HMD와 AR HMD  디바이스 가이드라인 대부분 13세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할 것을 권고

오큘러스 리프트/퀘스트

• 이용자의 HMD 이용 시간은 눈, 목, 어깨 피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VR HMD의 경우 30분 이용 시 10~15분 정도 HMD를 벗고 걸어 다니며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

• VRㆍAR HMD에서 연령에 따른 이용 가능한 콘텐츠는 국내 방송영상물 등급제도, 게임물 등급 분류 필증으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이용 및 휴식시간

오큘러스 리프트/퀘스트

매 30분 마다 10-15분 휴식을 취할 것 권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결정하여 휴식

HTC Vive

휴식 없이 장시간 사용 제한, 이용 시간 및 휴식 빈도는 이용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기존 연구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한시간 마다 15분 휴식 권장
Play Station VR

AR 홀로렌즈2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님

Vuzix Blade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이드 라인

유아나(7세미만) 초등학생(13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동의
발달 상태와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관리자의 관리 및 지도하에 사용해야 함.
기기 매뉴얼을 따를 것을 권고함

12세

15세

청소년불가

영  화

모든 연령

12세 이상 가능

15세 이상 가능

청소년 관람불가

게  임

모든 연령

12세 미만 이용불가

15세 미만 이용불가

청소년 이용불가

휴식시간의 길이나 빈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불쾌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휴식 권고
두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디바이스에서 이용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등급의 경우 게임, 국내 비디오 및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를 참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전  체

주요 내용

엔리얼 AR glass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45분 마다 최소 10~15분씩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이드라인

교육용으로 HMD 이용 시, 20분 이용 후 이용자의 컨디션 살피고
20분 휴식 할 것 권고

• VRㆍAR 이용 시 성인 30분 이용 시 5-10분 정도 쉬는 것을 권고
이용자
권고사항

• VRㆍAR 7세 ~ 19세 소아청소년들은 20분 이용후, 10분 이상 휴식할 것 권고
• VRㆍAR 이용후 불편감이 있으면 이용을 중지하고 휴식할 것 권고
• VRㆍAR 이용후 휴식을 취할 때 5m 이상 떨어진 사물을 응시할 것 권고

• 영화 및 게임물 등급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관리할 것 권고
이용자
권고사항

• 7세~19세의 소아청소년이 이용할 때, IPD 기능이 있는 VR HMD 이용을 권고
• 7세~19세의 소아청소년이 이용할 때,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지켜볼 것을 권고
•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할 때,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용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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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요인

기능 및
특징

안전한 이용환경
• VR HMD의 경우 이용 시 이용자의 시야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함에 따라,
    VR 이용 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 AR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함에 따라,
    AR 이용 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 HTC VIVE 룸스케일 설정
    - 룸스케일 설은 최소 2 m X 1.5 m의 플레이 영역 권장

• HTC VIVE 플레이 영역 선택 (Chaperon 시스템)
    - 플레이 영역은 최대 5m 대각선 영역 안에서 이동 지원됨. 3.5 m X 3.5 m의 최소 공간 필요
    - 플레이 영역에는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야 함
    - 플레이 영역을 설정하고 이 공간을 벗어나거나 침해받게 되면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

기존 연구

• Oculus Rift 가디언 시스템
    - 가디언을 활성화하여 플레이 공간을 정하는 경우, 공간의 경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줌
    - 가디언으로 설정된 플레이 공간에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함
• AR 홀로렌즈 2
    - 충분한 빛과 공간이 있는 실내 공간 선택할 것을 권고함
    - 넘어질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실내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함
    - 홀로렌즈가 매핑하고 주변에 맞게 자동 조정하는데 15-20분이 소요됨
• AR 엔리얼
    - 실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실외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할 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자동차,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중 이용 자제

VR 이용자
권고사항

AR 이용자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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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HMD 이용 시 팔을 뻗어서 닿는 물건이 없도록 플레이 공간을 설정하여 이용할 것 권고
• VR HMD 이용 시 3.5m X 3.5m 정도의 이용공간 확보하여 이용할 것 권고
•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보호자 주시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AR HMD 이용 시 팔을 뻗어서 닿는 물건이 없는 실내 공간에서 이용할 것 권고
•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보호자 주시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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