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 등
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
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이때, 만들어진 가
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
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 함
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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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몰입할 뿐만 
아니라 실재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조작이나 
명령을 하는 등 가상현실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
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상현실은 사용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하므로 단순한 
시뮬레이션과는 구분된다. 가상현실 시스템의 예로
는 비행훈련 시뮬레이션과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와 같은 게임이 있다. AR/VR 시장은 이미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
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2].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사례를 바탕으로 VR 기
기 착용 후 발생하는 안구 피로에 도움을 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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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해 VR 기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한다. VR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안구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VR 기기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속도와 역동적인 환경을 편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본 연구
에서는 VR 기기에 대한 설명, 안구 피로 관련사례,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한 타임아웃 센서 및 안구마사
지 기능이 있는 VR 기기를 디자인 하였고 VR 기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차단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VR
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VR device prototype for reducing eye fatigue. As VR devices become popular, it is 
hoped that many cases of eye fatigue will be reported, and that the problems of VR devices will be corrected and 
repaired for a better future so that the fast speed and dynamic environmen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enjoyed 
with ease. In this paper, VR devices with a description of VR devices, eye fatigue related cases, time-out sensor for 
reducing eye fatigue, and eyeball massage functions were designed, and a VR device prototype was developed. These 
features can help reduce fatigue even if used for long periods of time by blocking electromagnetic waves harmful to 
the human body, and the future of VR could develop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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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VR 기기 설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필요성에 

이어 2장에서는 VR 기기 관련 연구, 3장에서는 안
구 피로 감소를 위한 VR 기기 설계, 4장에서는 결
론 및 제언으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VR 기기
가상현실의 특징은 비행훈련, 재난안전교육 등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장소와 상황에서 실제와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가
상현실 기술의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반복적인 교
육을 받을 수 있다[3].

현재 가상현실의 적용 분야는 게임과 오락, 통
신, 스포츠, 건축과 교육 등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
다. 가상현실 적용 사례로는 3차원 게임, 가상회
의, 가상 파티장 등을 구현하여 공간의 제약 없이 
거리감을 좁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 또한 스포
츠 콘텐츠, 건축 토목 분야에서의 안전성 확인, 
VR 역사 콘텐츠 중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4].

그림 1. 가상현실(VR) 체험

2.2 안구피로 관련 사례
                

그림 2. 눈 깜박임 조절의 필수 신경 회로

 
  그림 2는 눈 깜박일 때 뇌 속에서 작동되는 신
경회로를 표현한 그림이다. 파란색 선은 ‘조건부 

자극 경로’를 나타낸다. 녹색 선은 ‘무조건 자극 
경로’를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조건 반응 경로’를 
나타낸다. 흥분이나 억제를 뜻하는 시냅스는 + 와 
–로 표시되어있다. T.Cheng(2015)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음주는 종종 장기간의 학습과 기억 손상을 
초래하는데, 이 만성 알코올 노출이 눈 깜박임의 
조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연구하여 신경회로
도를 그려냈다[5]. 이를 바탕으로 최근 VR 기기와 
디지털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시각 장애, 안구 
건조, 두통 또는 목, 어깨, 허리 통증과 같은 증상
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Ⅲ. 안구 피로도 감소를 위한 VR 기기 설계

3.1 VR 기기 개발 과정
  VR을 사용할 때 안구 건강을 위하여 안구 마사
지 기능과 타임아웃 시스템을 추가 하였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차단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 VR 기기 개발 순서 다이어그램

그림 3은 VR 기기 개발 과정에는 인구 피로 감소
를 위한 VR 기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다음으로 
VR 기기 디자인을 모델링 한다. 모델링을 완료하
면 Time Out 센서, 안구 마사지 센서를 부착을 
한다. VR 기기가 완성되면 테스트를 해본 후 테스
트에 이상이 없으면 VR 기기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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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ototype 개발

그림 4.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한 VR 기기 디자인 
   

  그림 4는 VR 기기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시켰
다. Time Out 센서는 안구건조증이나 눈 손상이 
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이 되면 VR 기
기의 동작이 멈춘다. 안구 마사지 센서는 Time 
Out센서로 인해 VR 기기의 작동이 멈추면 천천히 
부드럽게 눈 주변을 지압 및 마사지를 해준다.  
VR 기기를 오랜 시간 보며 영상을 과하게 집중하
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화면을 눈 가까이에 두면 전자파와 
시력에 좋지 않은 청색광에 많이 노출되어 시각 
세포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6]. 또한 VR의 무거
운 무게 때문에 장시간 사용 시 목, 어깨 등의 통
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Time Out 센서와 안
구 마사지 기능이 추가된 VR 기기가 안구 피로 감
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해 VR 기기 프로
토타입을 개발하였다. VR 기기 관련해서 여러 가
지 사례를 분석하여 가상현실(VR)이 지닌 문제점
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VR 화면에 너무 
집중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시력에 좋
지 않은 청색광에 많이 노출되어 시각 세포 노화
가 촉진이 될 수 있기에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한 
VR 기기 개발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한 VR 기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Time Out 센서로 장시간 VR 기기에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구마사지 기능 또한 안
구 피로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이 
기기를 직접 개발하게 된다면 VR 기기를 찾는 사
람이 더 많아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VR
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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