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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최근 HTC vive, Oculus rift 등의 가상현실 하드웨어 기기와

훈련 내용

행동 목표

렌더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본래의 주된 목적인 게임뿐만

선내 방송 청취

버튼

아니라 극한 환경에 대비한 훈련에도 많은 응용이 되어가고

대피 장소 도착

장소 이동

있다. 하지만 아직 가상훈련이 실제 훈련을 대체하기에는

승객 유도

버튼 및 제스처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제 3자에 대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객실 탐색 및 남은 승객 유도

버튼 및 제스처

선박 퇴선 훈련의 경우 렌더링 기술이 아니라 승객 에이전

최종 대피 장소로 승객 인솔

버튼 및 제스처

트 기술이 훈련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렌더링 기술이
아닌 승객 에이전트 모델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승객 에이전트 모델링과 가상의 선박에 대
한 렌더링 기술을 통해 가상현실 기반의 선박 퇴선 훈련시
나리오를 구현하였다.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이기 때문에 반
복 훈련이 가능하고 향상된 승객 에이전트 모델링을 통해
좀 더 실제와 같은 훈련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했었던 가상훈련 플랫폼 저작

본 연구에서는 선박 퇴선 시나리오를 가상현실 플랫폼 저

도구로 개발되었으며[1] 승객 에이전트 모델링은 유한 상태

작도구와 승객 에이전트 모델링을 설계하여 구현하였으며

기계를 통해 승객의 상황을 모델링하였다. 정상적인 상태에

추후 실제 선원들에 대한 훈련을 수행할 때 적은 비용을 강

서는 선원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만 공포, 패닉 상태에서는

점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선원들의 지시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표 1은 본
구현에 포함된 퇴선 시나리오이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실제로 구현한 가상현실 기반의 선박 퇴선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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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일부이다. 가상훈령을 통해 가상의 승객과의 상
호작용으로 퇴선 관련 대응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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