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현실(VR)에서 조작행위가 사이버멀미에 미치는 영향
고윤서1, 한정완2*

1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 2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operations on cyber motion 
sickness

Yun-Seo Ko1, Jung-Wan Han2*
1Master,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Hanyang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멀미 측정 도구인 SSQ도구를 바탕으로 가상현실에서 조작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멀미 정도를 측정하
여 비교분석을 통해 사이버멀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증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 번째 실험인 
조작방식실험에서는 간단한 조작방식이 멀미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Nausea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이에 대한 증상으로 Nausea, Burping, Headache증상이 발현되었다. 두번째 신체회전방식 실험에서는 신체회전
반경이 클수록 멀미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Nausea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증상으로 
Burping, Headache, Fullness of head증상이 발현되었다. 세번째 신체이동방식 실험에서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컨트롤러의 이동방식이 멀미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Nausea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증상
으로 Sweating, Headache, Fullness of head증상이 발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신체(고개, 상체, 하
체)가 고정되고 조작이 단순 할수록 사용자는 멀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체회전에 있어 회전반경이 클수록 멀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VR조작행위에 대한 멀미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증상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VR콘텐츠 개발자들이 사용자의 특정 행위 멀미 정도와 증상에 관하여 인지하고 콘텐츠 개발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가상현실, 사이버멀미, SSQ, 조작방식, 멀미측정

Abstract  In this study, the degree of motion sickness displayed according to actions in virtual reality 
is measured based on the SSQ tool, a measuring tool, and factors and symptoms affecting cyber motion 
sickness are investigat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the first experiment, the operation method 
experiment, the simple operation method is measured to be highly affected by the Nausea factor. As 
symptoms of this, nausea, burp and headache symptoms were developed. In the second experiment, the 
larger the body rotation radius, the higher the motion sickness was measured, and the greater the 
influence of Nausea factors. Symptoms of this were the symptoms of burping, headaches, and a full 
head. In the third experiment, the physical mobility experiment, motion sickness was measured highly 
in the non-action controller. It was measured to be greatly affected by the Nausea factor. Symptoms 
of this include fever, headache, and a full head.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more fixed and 
simple the body is operated in virtual reality, the more sensitive the user is to motion sickness, and 
the larger the radius of rotation, the more sensitive it is to motion sick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dentifying factors and symptoms that affect motion sickness and VR manipulation, and is expected 
to be used by developers in the future to recognize the degree and symptoms of motion sickness of 
users and to develop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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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yang University (HY-2018-G)
*Corresponding Author : Jung-wan Han(hanju@hanyang.ac.kr)
Received April 20, 2020 Revised   May 14,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6, pp. 451-457,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6.451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452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VR(Virtual Reality)은 ICT 산업의 위기를 극복
하는데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로 의료, 항공, 
교육,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VR 관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되고 있다[1,2]. 특히 VR의 HMD 
(Head Mounted Display)의 보급으로 인하여 
PlayStationVR, OculusVR, HTC VIVE 등 많은 기업
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였다
[3]. 하지만 VR이 대중화가 되기까지 가격, 무게, 착용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4]. 특히 
VR에 대한 고질적 문제인 사이버멀미는 기업들이 가지
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술적 측
면 및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5]. 일반
적인 교통수단 및 놀이기구에서 유발되는 동작멀미의 경
우 전정기관을 통해 멀미가 발현되는 반면 VR에서 발현
되는 사이버멀미는 HMD(Head Mounted Display)을 
통해 들어오는 시지각 정보가 움직임에서 오는 전정기관 
정보의 차이가 발생 되었을 때 감각충돌로 발현하는데 
있어 차이점이 있다[6,7]. 때문에 사이버멀미는 동작멀미 
증상과 세부적인 증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멀미 증상으로는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방향감각 상
실 등이 있다[8]. Kennedy(1993)에 의하면 멀미 측정 
시뮬레이터 관련 연구를 통해 1119개의 설문 데이터를 
요인분석 하여 총 16개의 사이버 멀미에 대한 대표 증상
과 3개의 요인으로 증상에 대한 구분을 하였다[9].이에 
따라 VR의 시야각, 지연시간, 배경복잡도, 속도 등 다양
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느껴지는 사이버멀미에 대한 연
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어 왔다[10-13]. 하지만 사용자의 
특정 행위에 따라 발현되는 사이버멀미의 증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작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멀미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사이버멀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증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2.1 실험장비 및 환경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생생한 조작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 HTC VIVE를 사용하였다. HTC VIVE는 두개의 

라이트하우스 센서로 공간 안에서 사용자의 위치와 동작
을 입체적으로 트래킹하여 물체조작 및 정밀한 이동이 
가능하다[14]. 또한 모든 실험 환경은 사용자에게 깊은 
몰입감을 주기 위해 플레이 영역에 권장되는 공간인 
3m×3m의 플레이영역 안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15].

2.2 실험 콘텐츠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콘텐츠로 “Steam”에서 제공하

는 유사한 액션 장르 게임인 “A게임: Front Defense”, 
“B게임: RawData”게임을 선정하였다. 이는 게임 장르는 
동일하지만 “A게임”에서는 좁은 맵환경과 조작행위에 있
어 사용자의 동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반면에 “B게임”에
서는 넓은 맵환경과 조작행위에 있어 사용자의 정적인 
행위를 요구 한다. 때문에 조작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행
위가 사이버멀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게
임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실험절차

Fig. 1. Experimental environment 

Table 1은 전정기관에 이상이 없는 대학생 20명을 대
상으로 SSQ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설계 내용이다.

Division Contents
Period 2020.01.02. ~ 2020.02.08.
Method SSQ(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Target 20 college students (10 men, 10 women)

Table 1. Status of Survey

본 연구에서는 조작행위에 따른 SSQ를 측정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실험절차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Division A game B game
Experimental1

(Operation 
method)

Head movement Head fixed
Upper body fixation Upper body fixation
Lower body fixation Lower body fixation

Experimental2
(Body rotation Head fixed Head fixed

Table 2. Experiment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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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험은 조작방식에 있어 “A게임”은 실제 탄창
을 가는 행위와 흡사한 조작방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탄창을 갈 시 고개를 움직여야 하는 반면 “B게임”은 손을 
아래로 내렸다 올리면 탄창이 채워지는 간단한 조작방식
을 가지고 있어 고개를 고정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탄창
을 채울 수 있다. 이에 조작방식에 따른 멀미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상체와 하체를 통제하였으며, “A게임”의 경
우 장비 사용 시 고개이동을 허용하는 반면 “B게임”은 고
개를 고정된 상태에서 멀미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실험
은 적이 나타나는 반경에 있어 “A게임”은 180도 안에서 
적들이 나타나는 반면, “B게임”은 360도로 적들이 나타
나 신체를 회전하여 조작해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신체회전방식에 따른 멀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개와 하체를 통제하여 측정하였다. 세번째 실험에서는 
이동방식에 있어 “A게임”은 지정된 구역 안에서 행위를 
수반한 이동을 요구하는 반면 “B게임”의 경우 넓은맵의 
환경 때문에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컨트롤러로 이동하는 
점이 있다. 이에 신체이동방식에 따른 멀미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고개를 통제하였으며 신체는 180도만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게임 내 이동시 컨트롤러를 사용
할 경우 사용자가 보고 있는 “HMD”의 방향 기준으로 이
동하기 때문에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서 상체는 일부 
회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A게임”
과 “B게임”을 나누어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피실
험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진행자의 통제
에 의해 5분동안 VR실험을 진행한 뒤 각 행위에 따른 
SSQ를 측정하였다. 또한 모든 실험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실험으로 넘어갈 때 이월 효과(Carry-over effect)를 줄
이기 위해서 10분간의 휴식을 실시하였다. 

2.4 SSQ 설문방법
SSQ(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는 사이버 

멀미 정도를 16개 증상의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설문방
법으로 “kennedy”(1993) 에 의해 개발되었다. SSQ는 
16개의 증상을 통해 3가지 요인으로 나뉘며 
Nausea(N), Oculomotor(O), Disorientation(D)으로 
분류되어 있다. 16개의 증상은 증상정도에 따라 4점 척

도로 응답할 수 있으며, 측정된 점수는 Table 3과 같이 
각 요인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Total Score를 측정 
할 수 있다.

Division Factor
N O D

General discomfort 1 1
Fatigue 1
Headache 1
Eyestrain 1
Difficulty focusing 1 1
Increased salivation 1
Sweating 1
Nausea 1 1
Difficulty concentrating 1 1
Fullness of head 1
Blurred vision 1 1
Dizzy (eye open) 1
Dizzy (eye closed) 1
Vertigo 1
Stomach awareness 1
Burping 1
Total [1] [2] [3]
Score N=[1]×9.54 O=[2]×7.58 D=[3]×13.92

Total Score=([1]+[2]+[3])×3.74

Table 3. SSQ Calculation method

3. 실험결과
SSQ 계산값에 따라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 Total Score로 각 멀미에 대한 값을 
도출 하였으며 도출된 요인값에 대한 증상값을 비교분석 
하였다.

3.1 조작방식에 따른 멀미의 영향
조작방식에 있어 “A게임”보다 “B게임”에서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값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A게임” 대비 “B게임”의 Total score의 증가율이 21.2%
로 상승하였다. 특히 Nausea 요인값의 증가율이 43.6%
로 이는 고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간단한 조작방식이 
멀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Nausea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method) 180 degree rotation 360 degree rotation
Lower body fixation Lower body fixation

Experimental3
(Body movement 

method)

Head fixed Head fixed
180 degree rotation 180 degree rotation

Lower body movement Lower body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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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SQ Value Comparison Chart (Experimental-1)

Factor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Nausea 18.6 26.7 43.6
Oculomotor 29.9 33.0 10.1
Disorientation 42.5 51.5 21.3
Total score 33.5 40.6 21.2

Table 4. Compare SSQ Values (Experimental-1)

조작방식에 따른 Nausea요인 증상값의 비교결과 “A
게임” 대비 “B게임”의 Nausea, Burping증상의 증가율
이 150%로 측정 되었다. 이는 Nausea요인에서 고개를 
고정시킨 상태의 간단한 조작방식이 Nausea, Burping 
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General discomfort 0.6 0.5 -16.7
Increased salivation 0.45 0.55 22.2
Sweating 0.2 0.35 75.0
Nausea 0.2 0.5 150.0
Difficulty concentrating 0.25 0.4 60.0
Stomach awareness 0.15 0.25 66.7
Burping 0.1 0.25 150.0

Table 5. Comparison of Nausea symptom values 
(Experimental-1)

조작방식에 따른 Oculomotor요인 증상값의 비교결
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Headache증상의 증가율이 
80%로 측정 되었다. 이는 Oculomotor요인에서 고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간단한 조작방식이 Headache증
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작방식에 따른 Disorientation요인 증상값의 비교
결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Nausea증상의 증가율이 
150%로 측정 되었다. 이는 Disorientation요인에서 고
개를 고정시킨 상태의 간단한 조작방식이 Nausea증상
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Difficulty focusing 0.9 0.75 -16.7
Nausea 0.2 0.5 150.0
Fullness of head 0.15 0.35 133.3
Blurred vision 0.75 0.55 -26.7
Dizzy (eye open) 0.35 0.6 71.4
Dizzy (eye closed) 0.35 0.35 0.0
Vertigo 0.35 0.6 71.4

Table 7. Comparison of Disorientation symptom 
values (Experimental-1)

3.2 신체회전방식에 따른 멀미의 영향
신체회전방식에 있어 “A게임”보다 “B게임”에서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값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A게임” 대비 “B게임”의 Total score의 증가
율이 66.7%로 상승하였다. 특히 Nausea 요인값의 증가
율이 94.6%로 이는 사용자의 신체 회전 반경이 클수록 
멀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Nausea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SSQ Value Comparison Chart (Experimental-2)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General discomfort 0.6 0.5 -16.7

Table 6. Comparison of Oculomotor symptom values 
(Experimental-1)

Fatigue 0.6 0.7 16.7
Headache 0.25 0.45 80.0
Eyestrain 0.6 1 66.7
Difficulty focusing 0.9 0.75 -16.7
Difficulty concentrating 0.25 0.4 60.0
Blurred vision 0.75 0.55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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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Nausea 17.6 34.3 94.6
Oculomotor 27.3 41.3 51.4
Disorientation 43.2 72.4 67.7
Total score 32.0 53.3 66.7

Table 8. Compare SSQ Values (Experimental-2)

신체회전방식에 따른 Nausea요인 증상값의 비교결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Burping증상의 증가율이 
400%로 측정 되었다. 이는 Nausea요인에서 신체 회전 
반경이 클수록 Burping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General discomfort 0.4 0.55 37.5
Increased salivation 0.3 0.65 116.7
Sweating 0.25 0.6 140.0
Nausea 0.3 0.65 116.7
Difficulty concentrating 0.45 0.7 55.6
Stomach awareness 0.1 0.2 100.0
Burping 0.05 0.25 400.0

Table 9. Comparison of Nausea symptom values 
(Experimental-2)

신체회전방식에 따른 Oculomotor요인 증상값의 비
교결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Headache증상의 증가
율이 116.7%로 측정 되었다. 이는 Oculomotor요인에
서 신체 회전 반경이 클수록 Headache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회전방식에 따른 Disorientation요인 증상값의 
비교결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Fullness of head증
상의 증가율이 200.0%로 측정 되었다. 이는 

Disorientation요인에서 신체 회전 반경이 클수록 Fullness 
of head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Difficulty focusing 0.6 0.9 50.0
Nausea 0.3 0.65 116.7
Fullness of head 0.25 0.75 200.0
Blurred vision 0.65 0.7 7.7
Dizzy (eye open) 0.55 0.6 9.1
Dizzy (eye closed) 0.4 0.75 87.5
Vertigo 0.35 0.85 142.9

Table 11. Comparison of Disorientation symptom 
values (Experimental-2)

3.3 신체이동방식에 따른 멀미의 영향
신체이동방식에 있어 “A게임” 보다 “B게임”에서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값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A게임” 대비 “B게임” Total score의 증가율
이 16.5%로 상승하였다. 특히 Nausea 요인값의 증가율
이 30.6%로 이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컨트롤러의 이동
방식이 행위를 수반한 이동 보다 멀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Nausea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SSQ Value Comparison Chart (Experimental-3)

Factor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Nausea 34.3 44.8 30.6
Oculomotor 41.3 48.1 16.5
Disorientation 80.7 87.0 7.8
Total score 55.5 64.7 16.5

Table 12. Compare SSQ Values (Experimental-3)

신체이동방식에 따른 Nausea요인 증상값의 비교결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Sweating증상의 증가율이 
150%로 측정 되었다. 이는 Nausea요인에서 행위를 수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General discomfort 0.4 0.55 37.5
Fatigue 0.6 0.9 50.0
Headache 0.3 0.65 116.7
Eyestrain 0.6 1.05 75.0
Difficulty focusing 0.6 0.9 50.0
Difficulty concentrating 0.45 0.7 55.6
Blurred vision 0.65 0.7 7.7

Table 10. Comparison of Oculomotor symptom values 
(Experiment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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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은 컨트롤러의 이동방식이 Sweating증상의 영
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General discomfort 0.6 0.95 58.3
Increased salivation 0.6 0.75 25.0
Sweating 0.3 0.75 150.0
Nausea 0.75 0.65 -13.3
Difficulty concentrating 0.8 0.65 -18.8
Stomach awareness 0.3 0.45 50.0
Burping 0.25 0.5 100.0

Table 13. Comparison of Nausea symptom values 
(Experimental-3)

신체이동방식에 따른 Oculomotor요인 증상값의 비
교결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Headache증상의 증가
율이 111.1%로 측정 되었다. 이는 Oculomotor요인에
서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컨트롤러의 이동방식이 
Headache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Symptom A game B game Rate of 
increase(%)

General discomfort 0.6 0.95 58.3
Fatigue 0.9 1.05 16.7
Headache 0.45 0.95 111.1
Eyestrain 1.05 1.1 4.8
Difficulty focusing 0.7 0.9 28.6
Difficulty concentrating 0.8 0.65 -18.8
Blurred vision 0.95 0.75 -21.1

Table 14. Comparison of Oculomotor symptom values 
(Experimental-3)

신체이동방식 따른 Disorientation요인 증상값의 비
교결과 “A게임” 대비 “B게임”의 Fullness of head증상
의 증가율이 61.5%로 측정 되었다. 이는 Disorientation
요인에서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컨트롤러의 이동방식이 
Fullness of head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VR조작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멀미 정

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사이버멀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증상을 규명하고자 SSQ를 이용하여 각 조
작행위에 대한 멀미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조작방식에 
있어 고개를 고정시킨 간단한 조작방식의 Total score
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신체회전방식에 있어 신체회전 
반경이 클수록 Total score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신체이동방식에 있어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컨트롤러의 
이동방식의 Total score값이 높게 측정 되었다. 각 행위
에 따른 사이버멀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Nausea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Total score가 높게 측정된 행위에 대한 증상을 비교한 
결과 조작방식에서 Nausea, Burping, Headache증상
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신체회전방식에서 Burping, 
Headache, Fullness of head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 또한 신체이동방식에서 Sweating, Headache, 
Fullness of head증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이를 통해 VR조작행위에 있어 사용자의 신체가 
고정되고 행위가 단순 할수록 멀미에 민감하게 반응 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체회전에 있어서 회전 반경이 
클수록 멀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VR조작행위 중 발생하는 사이버멀미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증상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개발자들이 사용자의 특정 행위 멀미 정도와 증상에 관
하여 인지하고 콘텐츠 개발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충분한 수의 실험자를 확보하지 
못한 점과 사이버멀미가 유발되는 요인인 기술적 요인 
및 개인적 특성이 배제 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이버멀미와 개인적 특성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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