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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virtual reality systems ask users to control 3D objects or to navigate 3D world using 3D controllers. To 
maximize the human performance in the control, the design of virtual reality system and its input and output 
devices should be optimized.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ree 
resolution factors of a virtual reality system on the human performance. Six subjects conducted the experiment 
for the factors; two frame rates, three spatial resolutions, and three pictorial contents. The result showed that the 
greater the spatial resolution was, the higher the human performance was. For the temporal resolution, fixed 
frame rate at 18 Hz was better than the varied maximized frame rate. For the pictorial contents, the virtual space 
with orientation cues marked the greatest performance than the other two conditions; the virtual space without 
any orientation cue and the virtual space like real world. These results could be applied for the design of virtual 
real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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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시스템 사용에 있어 인간성능 (human 

performance)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력장치의 최적화를 이루

어야 한다. 입력장치의 경우 민감도 혹은 C/D비(Control/Display 

ratio)를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입력장치가 주어진 작

업에 적합할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된다(Lee et al., 1996). 지금까지 

가상현실에 사용되는 3차원 입력장치의 설계 등에 관해서는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Park and Park, 2000).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상현실  표시장치에 있어서  인간요소

(human factors)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

태이다. 지금까지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를 이용하는 스테

레오 표시장치 (stereoscopic display)가 일반적인 모노 표시장치 

(monoscopic display)보다 3차원 제어작업에 좋은 인간성능을 내

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Park, 1998).

이 요인 외에도 인간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장치

의 요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Stuart(1996)는 3차원 이미지

의 시간적 해상도(temporal resolution), 공간적 해상도(spatial 

resolution), 표시되는 상의 회화적 상세도(pictorial fidelity)가 인

간성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제시하 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러한 표시장치의 해상도와 상의 상세

도는 최대화하면 할수록 사용자들의 실재감(presence)과 몰입감

(immersiveness)을 좋게 하고 그 효과로 인해 인간성능 (human 

performance)도 좋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최대 그래픽 성능에 제한이 따르게 마련이

고, 이러한 최대 성능조차도 가상세계 모델링에 있어 시간적 해

상도, 공간적 해상도, 가상세계 모델의 상세도 등에 나누어 사용

해야만 하는 절충(trade-off)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Brook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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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이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는 해상도나 

상세도를 낮추고 정지할 때는 다시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Ranadive(1979)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원격제어 작업에서

의 인간성능을 높이기 위해 비디오의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상의 그레이 스케일 간의 절충문제를 다룬 바 있다. 

Smets (1995) 는 상호작용(interaction) 이 중요한 가상현실 시스

템에서 시간적 해상도인 초당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는 전통

적인 2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밝혔다. 

Watson 등은 프레임 레이트의 변화가 시스템의 지연(delay)과 

접한 관련을 갖고, 이것이 가상현실 작업성능에 향을 준다고 

밝히고 약 20 Hz 를 적정한 프레임 레이트로 제시한 바 있다

(Watson et al., 1997). Smets(1996)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스템의 반

응(responsiveness), 이미지의 질(image quality), 가상세계의 복잡도

(world complexity)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절충의 문제를 정리하여 

그의 저서에서 정리한 바 있다. 

이렇듯 표시장치에 있어 인간성능의 최적화 연구결과들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출력부문의 세 가지 요인인 공간적 해상

도, 시간적 해상도, 회화적 내용의 상세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

충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상현실 시스템의 출력에 있어 

공간적 해상도, 시간적 해상도, 이미지 상세도가 인간성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또한 상호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2.  방  법

2.1  피실험자 

5명의 남자와 1 명의 여자가 실험에  참여하 다. 피실험자 집단

의 평균 연령은 24.5세, 표준편차는 3.3 세이었다. 피실험자들의 실

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실험 후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 다. 

모든 피실험자들은 컴퓨터 사용에는 익숙하 으나 누구도 6 

자유도를 갖는 3차원 입력장치와 3차원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경험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본 실험 전 피

실험자들에게 가상현실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10

분 간의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하 다. 피실험자들은 모두 오

른손잡이 으며 입체시를 느끼는 데 아무도 문제가 없었다.

2.2  실험장치

가상현실 저작도구인 Superscape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할 

가상세계를 세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또한 실험을 제어하고 

피실험자의 작업수행시간과 작업조건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

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제작된 프로그램을 PC 환경에서 구

현하여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그림 1>).

가상세계에서 3차원 제어작업을 수행할 입력장치로는 Spacemouse

를 사용하 다. Spacemouse는 다른 장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팔

의 피로를 적게 느끼게 하고 인간성능도 나은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Park and Park, 2000). Spacemouse의 C/D 비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최적화된 값인 32cm/Nsec로 설정했다.

표시장치로는 피실험자에게 깊이에 대한 시각적 단서(visual 

depth cue)를 주기 위해 입체시를 제공하 는데, 이는 LCD 셔터

링 방식의 입체안경인 CrystalEyes를 사용하 다. 화면의 해상

도는 320x200, 640x480, 1024x768의 세 단계로 변화시킬 수 있

었으며 프레임 레이트는 최대 60 Hz까지 가능했다. 

2.3  대상작업

포인팅(pointing)과 드래깅(dragging)은 인터페이스 설계 시 마

우스와 같은 직접조작(direct manipulation)장치의 작업성능을 평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다(MacKenzie et al., 1991; Park and 

Lee, 1992). 본 실험에서는 3차원 포인팅을 대상작업으로 했다. 

3차원 포인팅 작업은 가상공간에서 특정 지점까지의 내비게

이션(navigation)이나 오브젝트 운반과 같은 형태로 가장 흔하

게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의 피실험자들은 작은 크기의 정육면체(1000x 

1000x1000 Superscape unit)를 3차원 입력장치로 조종, 9배의 부피

를 가진 정육면체 공간(3000x3000x3000)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수행했다. 본 실험에서 1000 Superscape unit을 줌업(zoom-up) 비율

을 조정하여 화면 상에 15mm 크기로 나타내었다. 실험에서의 표

적의 위치는 원점(0,0,0)에 고정시켰으며, 커서(이동대상 물체)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우측으로 30,000, 아래 방향으로 5,000, 스

크린 전후 방향에서는 피실험자 방향 10,000 지점에 항상 위치되

도록 했다. 따라서 커서와 표적까지의 거리(D)는 32,016이고 표

적의 폭(W)은 3000이므로 Fitts 모델(Fitts 1954)에서의 작업난이도

(Iindex of Difficulty, ID=Log2 (2D/W))로는 1.09에 해당된다.  

2.4  실험계획

본 실험의 가설은 표시장치의 시간적, 공간적, 회화적 해상

도가 높아질수록 피실험자의 실재감(presence)이 높아져 인간성

능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각 요인들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서는  독립변수로 스크린 해상도(SR; 

Screen Resolution), 프레임 레이트(FR; Frame Rate), 가상세계의 회

화적 내용(PC; Pictorial Contents) 등 세 가지를  고려하 다. 각 

독립변수와 그 수준은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실험조건

독립변수 수준

스크린 해상도
  SR=1         SR=2          SR=3
320×200       640×480       1024×768

프레임 레이트
    FR=1               FR=2
변동(최대화)          고정(18Hz)

회화적 내용
    PC=1        PC=2        PC=3
무방향 공간   방향 공간   실제 유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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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해상도(SR)는 CrystalEyes가 지원 가능한 해상도로

320x200, 640x480, 1024x768 등 3수준으로 변화시켰다. 

프레임 레이트(FR)는 컴퓨터가 초당 그리는 상의 수를 의

미하는데, 화면의 해상도와 상의 상세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사전 실험에서 모든 실험조건에 대해 프레임 레이트를 

측정한 결과, 스크린 해상도와 상 내용상에서 부하가 적은 

경우 (SR=1, PC=1)에 60Hz를 기록하 고 반대로 가장 부하가 

큰 경우(SR=3, PC=3)에는 18Hz를 기록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프레임 레이트를 고정시켜줄 때와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

로 상을 그려주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첫째 조건에서는 

18Hz로 고정을 해주었고 둘째 조건에서는 18Hz 이상의 값에서 

최대로 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 다.

피실험자가 수행할 작업의 내용을 포함하는 상의 회화적 

내용(PC)은 세 단계로 변화를 주었다. 즉, 첫째 가상세계에서는 

피실험자가 방향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무방

향성 공간이고, 둘째는 지평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닥에 그리

드(grid)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피실험자는 지평선을 통해 수

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드를 통해 수평

과 깊이에 대한 위치정보를 가늠할 수 있다. 셋째는 앞의 두 개

와 같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실제 가상현실의 응용이 이루어지

는 내용으로 했다. 본 실험에서는 현실의 사무실을 모델링한 가

상공간을 제작하 는데, 여기에는 책상, 캐비닛, 창문, 조명 등

의 가상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피실험자는 이 사무실을 자

유롭게 다닐 수 있으나 벽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했다. 스

크린 해상도와 가상세계의 내용을 조합한 9 가지의 실험조건 

화면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스크린 해상도의 차이는 메뉴

의 사이즈를 보면 상대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의 수준변화에 따라 총 실험조건은 세 개

의 독립변수 수준변화에 따라 18가지(3 x 2 x 3)가 발생하는데 

모든 피실험자가 모든 조건을 다 수행하는 피실험자 내(within 

subject)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작업에 있어 각 독립변수들이  인간성능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작업 수행시간을 사용

하 다.

그림 1.  실험장면.

2.4  실험절차

각 피실험자들은 4단계(phase)로 이루어진 실험에 참여했는데 각 

단계는 3회의 시행(trial)을 포함하고 있다. 1단계 실험 전 피실험자들

은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독자적으로 10분 간의 연습을 하도록 

했다. 연습이 끝나면 피실험자는 3회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면 작

업수행시간을 기록한 파일이 만들어지고 피실험자는 그 사이 휴식

을 취하도록 했다. 다시 피실험자는 다음 2-4단계에서 각각 3분 간의 

연습과 뒤이어 3회의 시행을 각각 하도록 했다. 따라서 피실험자 1

인당 한 실험조건에 대해서 12회의 시행을 하게 된다.

각각의 실험조건에는 공통적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정육면체

와 이것이 옮겨져야 하는 정육면체의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 

피실험자는 Spacemouse를 조정해 정육면체를 이동시키게 된다 

(<그림 2>). 3차원 물체를 이동해 특정 공간 속에 위치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고 물체가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파악하

는 것이 쉽지 않아 물체가 공간 속에 들어갔을 경우는 물체의 

색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도록 했으며, 이때 피실험자가 

Spacemouse 상의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성

공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도록 했다. 작업수행 완료시

간은 1/1000초 단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한 단계의 실험이 끝

나면 랜덤하게 또 다른 실험조건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그림 2.  스크린 해상도(SR)와 가상세계의 회화적 내용(PC)의   
              변화.

3.  결과와 토의

3.1  학습효과

예상대로 피실험자들은 사전 연습에도 불구하고 3차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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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사용하는 가상현실에서의 작업 초반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었다. 그러나 시행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학습효과가 나타

나 어느 정도 숙련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전체 데이터에 의한 학습효과 곡선은 식 (1)과 같이 추정되었

다. 이 작업의 학습률은 0.34로 파악되었다.

 TN = 17316 N - 0.34 (1)

N: 시행횟수 

TN : N 회 시행에서의 작업수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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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복수행에 따른 수행시간 감소.

데이터 분석에 있어 4단계에 걸친 12개 시행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검정력은 올라가나 초기의 학습과정에 있는 데이터

가 들어가 정확한 비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식 (2)를 

사용하여 학습효과에 의한 감소분이 5% 이하가 되는 지점부터 

숙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 다.  

( ) ( )NNN TTTT ˆˆ/ˆˆ
11 −−− (2)

식 (2)에 의하면 N=6회 작업 후 N=7회 작업시간 감소분은 

5% 이고 점차 그 감소분은 떨어져 N=12회에서는 2.26%의 감

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의 분석과정에서

는 시행 순서상 N=7에서 N=12까지의 6개 데이터만 사용하

다. 이는 실험의 3, 4단계의 데이터만 취한 것이다.

3.2  분산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에서 고려한 

세 개의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보

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또한 수준이 3개인 경우

에 대해서는 Duncun의 다중범위 분석도 실시하 다. 분산분석

의 결과는 <표 2>에, Duncun 다중범위 분석결과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내었다.

우선 피실험자 간의 작업수행 시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F 5,625 = 32.90, P<0.001) 피실험자를 반복수

로 처리하지 않고 블록 변수(blocking variable)로 도입해 분석을 

수행했다. 따라서 피실험자의 데이터는 통합하지 않았다.

독립변수 3개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변

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수(FR)에서는 18Hz로 고정한 프레임 수가 최대값에

서 변동(18Hz ~)시킨 경우에 비해 인간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 1,625 = 4.66, P=0.031) (<그림 4>). 이는 프레임 레

이트(FR)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인간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컴퓨터의 능력을 최

대로 발휘해 18Hz 이상으로 프레임을 그려주는 것이 18Hz보다 

이미지의 지연(delay)현상이 줄고 화면전환이 부드러우며 자연

스러워, 이것이 작업성능에도 긍정적인 향을 줄 것이라 가정

했던 것인데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본 실험에서 수행된 

실험에 있어서 18Hz의 프레임 레이트이면 화면의 지연 등을 느끼

지 않는 수준이고, 오히려 프레임 레이트가 이보다 높아질 경우에

는 장면전환이 빨라져 오히려 3차원 제어작업에 방해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레임 레이트는 마치 입력장

치의 CD 비와 같은 유사한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실험에서 제시한 18Hz는 가장 복잡한 가상세계(PC=3)를 

1024 x 768 해상도(SR=3)에서 제시할 경우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인간 눈의 점멸융합주파수(Flicker Fusion Frequency)

가 약 25Hz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프레

임 레이트는 18-25Hz에서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즉 프레임 레

이트만을 너무 올리는 것은 비용만 들 뿐, 오히려 3차원 제어작

업의 성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크린 해상도(SR)에서는 가설에서 예상한대로 스크린의 해

상도가 높을수록 인간성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 

2,625 = 8.91, P<0.001). 던컨의 다중범위 검정결과로는 800x 

600과1024 x 768 pixel 해상도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상세계에서의 3차원 물체조작 작업에

서는 최소 800 x 600 정도의 해상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가상세계의 회화적 내용도 작업수행시간에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지만(F 2,625 = 10.36, P<0.001), 가장 최고의 작업성능

을 보인 것은 실제 공간과 가장 유사한 공간(PC=3)이 아닌 지

평선과 그리드 등 최소한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가상공간에서 

가장 높은 작업성능을 나타내었다. 

우선 무방향성 공간(PC=1)은 목표지점이 화면에서 벗어날 

경우 이동중인 물체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되지 않기에 작업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것

으로 예측했는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사무실과 유사하게 모델링한 공간 (PC=3)은 상

대적으로 방향제시공간 (PC=2)보다 시각적 단서가 훨씬 많음

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의외의 결과 다. 본 실

험의 경우 현실 유사공간은 사무실을 묘사한 것으로, 물체 이

동작업 도중 물체가 이동경로를 크게 벗어날 경우 책상 등의 

다른 물체에 가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이 작업 

수행시간을 늘리는 데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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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SS MS F-value Pr>F
FR 1 267046321 267046321 4.66 0.0312*
SR 2 1020917389 510458694 8.91 0.0002**
PC 2 1186836235 593418117 10.36 0.0001**

SUB 5 9424151808 1884830362 32.90 0.0001**
FR*SR 2 142515865 71257932 1.24 0.2890  
FR*PC 2 271780260 135890130 2.37 0.0942  
SR*PC 4 257673143 64418286 1.12 0.3440

FR*SR*PC 4 199819774 49954944 0.87 0.4804
Model 22 12770740795 580488218 10.13 0.0001**
Error 625 35811189964 57297904
Total 647 48581930759

요인 그룹

프레임 레이트 (FR) 2 > 1
스크린 해상도(SR) ( 3, 2 ) > 1
회화적 내용(PC) 2>(1,3)

표 2.  분산분석결과

표 3.  Duncun의 다중범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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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레임 레이트의 향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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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크린 해상도의 향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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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화적 내용의 향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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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레임 레이트(FR)와 스크린 해상도(SR)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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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프레임 레이트(FR)와 회화적 내용(PC)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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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스크린 해상도(SR)와 회화적 내용(PC)의 상호작용.

4.  결론과 추후 연구

가상현실의 표시장치를 포함한 가상세계의 내용은 3차원 제

어작업에 있어 매우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실

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표시장치의 스크린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모두 제어작업에 대한 인간성능에 향을 미쳤다. 또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의 회화적 내용도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격에 대비한 컴퓨터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여 점차 스크

린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가상세계의 상세도에 대한 압박은 

벗어날 수 있지만 항상 제한된 컴퓨팅 파워를 최적화시켜 할당

해야 한다는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 과정에 인간

의 시지각(visual perception) 특성과 인간성능을 잘 고려해야만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상현실 표시장치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회화적 해상도에 따른 가상물체 이동작업의 인간성능 평가 87

앞으로도 점점 더 복잡하고 현실 같은 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컴퓨팅 능력이 남는다고 18Hz

의 프레임 레이트를 넘어 가능한 최대화시켜서 프레임을 그려

주는 것은 오히려 인간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화적 충실도(pictorial fidelity)는 가상현실 사용자의 실

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이 역시 인간성능을 저

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상 오브젝트의 

폴리곤(polygon)을 줄이는 등 추상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 응용분야별로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높은 실재감이나 몰입감이 요구되는 오락, 건축,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실재감이 보다 중요하므로 가능한 현실

과 유사하게 회화적 충실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

업분야에서의 원격제어작업에서는 조종에 대한 인간성능이 

훨씬 중요해지므로 적당한 선에서 가상세계를 추상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조작방향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

나, 이에 근거한 가상현실의 출력부문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상현실 시스템 설계 시 프레임 레이트는  고정시키는 

것이 좋고, 그 수는 18Hz~25Hz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18Hz 

이하로 설계될 경우 사용자들이 화면의 깜박거림(flicker) 현상

을 느낄 수도 있다.

둘째, 화면의 해상도는 적어도 800 x 600 이상이면 적절하다.

셋째, 상의 회화적 내용 혹은 회화적 충실도는 응용분야에 

따라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의 실재감(presence)보다 

인간성능이 더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회화적 충실도보다는 작업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추상화 혹은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단, 가상공간에 충분한 방향정보는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프레임 레이트를 고정한다는 조건 

하에 인간성능을 위해서는 최적 프레임 레이트가 얼마가 될 지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회화적 내용에 대한 것도 화면에 표

시되는 폴리곤(polygon) 수 등 정량화된 기준에 의한 연구가 요

구된다. 이외에도 가상현실 표시장치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가능하다. HMD와 LCD 셔터링 방식의 출력장치를 비교하는 

실험, 출력장치의 시야각(field of view) 차이에 따른 인간성능 비

교 등이 추후 연구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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