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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제조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XR 교육훈련 콘텐츠의 가변적 시나리오를 제안

한다. 가변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XR 교육훈련 콘텐츠는 교육훈련 관리자가 자유롭게 시나리오를 가감할 수 

있어 동일한 콘텐츠 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기존 하나의 

시나리오로 반복되는 교육훈련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상황 및 변화되

는 업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확장 현실(XR, Extended Reality), 교육훈련 콘텐츠(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 

가변적 시나리오(Variabl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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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개념을 아우르는 XR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1]. XR 기술은 초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바탕으로 

협업,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조, 소방,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XR을 이용한 교육훈련 

콘텐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반영구적인 반복 체험으로 

훈련의 효과를 높이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여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2]. 교육훈련 콘텐츠는 대표적으

로 현장 업무 교육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 교육과 같이 크게 

2가지 주제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콘텐츠는 일련의 업무 

과정 사이에 돌발 상황 시나리오를 더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한

다[3][4]. 이처럼 하나로 정의된 XR 교육훈련 콘텐츠 시나리오는 

반복 체험 시 업무 교육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 현장과 

같이 업무 과정 중 무작위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부여하기 어려워 

현장 작업자에게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훈련 관리자가 자유롭게 콘텐츠 중간에 

돌발 상황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는 가변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XR 교육훈련 콘텐츠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 교육훈련 콘텐츠 

대비 돌발 상황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으며, 이에 현장 

업무 과정과 유사한 콘텐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제공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II. Variable scenario-based XR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

가변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XR 교육훈련 콘텐츠는 관리자 시스템과 

작업자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관리자 시스템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개인별 교육훈련 결과 정보 확인과 진행 중인 교육훈련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콘텐츠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콘텐츠 관리 기능은 콘텐츠 

시나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으로 관리자가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특정 대상자를 선택하고, 정상적인 콘텐츠 시나리오 단계 사이에 

돌발 상황 시나리오를 삽입하여 시나리오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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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 Warehouse Management 

Education & Training content

본 논문에서는 가변적 시나리오 기반 XR 콘텐츠 제안을 위해 

제조 분야의 창고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하여 Fig. 1과 같이 

구현하였다. 창고 관리 시스템은 창고에 보관된 자재 및 재고를 자동 

셔틀을 통해 입출고하는 시스템이다. 현장 작업자는 해당 시스템을 

조작하는 입출고 업무와 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이를 유지보수하는 

업무까지 포함한다. 

Fig. 2. Variable scenario-based XR content

Fig. 2는 가변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XR 창고 관리 시스템의 교육훈

련 시나리오 구성도를 보여준다. 정상적인 시나리오 진행 중간에 

교육 관리자가 돌발 상황 시나리오를 삽입하면 사용자는 돌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진행 후 다시 정상적인 콘텐츠 시나리오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현장 업무 과정 중 무작위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관리자의 의도에 맞게 자유롭게 제공하면서 업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실제 현장과 같이 

교육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콘텐츠 진행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훈련 콘텐츠 이용에도 긍정적인 교육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가변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XR 교육훈련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교육훈련 관리자가 콘텐츠 중간에 자유롭게 돌발 상황을 

가감할 수 있어 무작위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실제 현장 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돌발 상황 시나리오를 

추가 구성한다면 풍부한 시나리오로 구성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가변적 시나리오 기반 XR 교육훈련 콘텐츠는 

사용가 평가가 필요하며 소방, 국방 등 돌발적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D0315-21-1001,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XR기반 제조설비 디지털 운영 시스템 구축)

REFERENCES

[1] SoonWook Kwon, "The Direction of AR/VR/MR/XR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AI Convergence and 

Application Status in Industrial Fiel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ol. 21, No. 1, 

pp.5-13, 2021.

[2] Fast-Berglund, Åsa, Liang Gong, and Dan Li. "Testing 

and validating Extended Reality (xR) technologies in 

manufacturing," Procedia Manufacturing, Vol. 25, 

pp.31-38, 2018.

[3] Hsieh, Min-Chai, and Yu-Hsuan Lin. "VR and AR 

applications in medical practice and education," Hu Li 

Za Zhi Vol. 64, No. 6, pp.12-18, 2017.

[4] Doolani, Sanika, et al. "vIS: An Immersive Virtual 

Storytelling System for Vocational Training," Applied 

Sciences, Vol. 10, No. 22, pp.8143-8157,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