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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VR기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VR을 

활용한 안전교육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언 및 VR안전교육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VR기반 안전 교육콘텐츠 개발사례를 살펴본 결과, VR 환경에서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상태는 매우 부

자연스러웠다. 특히 VR기기의 콘트롤러는 운전을 하는 등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운전조작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 및 전망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와 VR의 트원 환경 제

작이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VR기기에서 다양한 콘트롤러

가 출시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에 적합한 시나리오 설계를 하여야 한다.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safety education based on VR has been increasing, but it started rising doubts are growing over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project i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based on VR and pres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for safety education based on VR. As a result of researching 
about safety education contents using VR, the movement or condition of characters in the contents in the VR environment 
was very unnatural. Especially, in simulations such as driving a VR device, the controller was skeptical about its 
efficiency because the operation was different from the actual environment. As a result, we would like to make 
suggestions and forecasts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on of real and twin environment in VR should be realized. Second, 
the natural movement of the character should be performed. Third, various controllers should be released in VR devices. 
Fourth, a realistic scenario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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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에 매우 큰 충격과 경

각심을 안겨주었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미연에 방

지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사

고에 대하여 수시 점검은 물론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의

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 산업현장은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기계화로 선

진화 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는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1]. 또한 

국내의 건설현장에서는 2010년~2019년에 발생한 사고

는 464건, 사망자 275명이며, 붕괴, 추락, 깔림 등이다

[2].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

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안전의식, 위험요인, 안전작업방

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건설현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VR을 활용하여 미리 체

험해 봄으로써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항공 산업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진압, 초

기 대응, 소방훈련, 승객 기내탈출 등의 항공안전교육훈

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낙뢰 등의 기

상변화, 랜딩기어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이러한 항공안전교육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현장에서 다양한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VR을 활용하여 몰입감과 실재감을 높여 실

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4]. 
 2019년 9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이 부

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그 전에도 전동휠체어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

고 있다. 사고 발생 이유는 전동휠체어 운전자의 운전미

숙이 대부분이며,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5]. 전동휠체어는 노인 뿐 만아

니라,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VR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VR기반 안전교육은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활용되어 지고 있어 현황과 전망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 연구목적

최근 VR기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현

실에 적합하지 않은 시나리오와 VR 콘텐츠의 그래픽 

등의 질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VR을 활용한 안전교육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언 및 VR안전교육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VR에 대한 개요 및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VR기반 안전교육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 

및 지금까지의 연구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

본 후,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셋째, VR기반 안전교육콘텐츠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넷째, VR기반 안전교육콘텐츠에 대한 제언 및 전망

을 제시한다.

Ⅱ. VR기반 안전 교육콘텐츠 학습

2.1. VR의 개요 및 행동주의 이론

컴퓨터 비전기술과 더불어 VR은 차세대 디지털 콘텐

츠 기술이다. VR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

제와 유사한 가상의 공간을 생성하고, 그 공간에서 사용

자는 마치 실제와 같이 물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HCI(Human-Computer Interface)기술이다[6]. 
안전교육은 실제상황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인간의 행동이 본인과 타인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이다. 행동주의는 

내부보다는 외부적인 행동에 근간을 두는 이론으로 체

감형 안전교육이 바탕이 되고 있다. 행동주의 이론은 외

부에서 오는 자극과 반응간의 상호작용이다. 자극은 인

간이 느낄 수 있는 5가지(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감각으로 주변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VR기반 안전 교육콘텐츠는 행동주의 이

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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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R기반 체험 안전 교육콘텐츠 학습효과 

체험학습은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체험하

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실제 현장

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8].
최근 VR기반 체감형 안전 교육콘텐츠 활용사례가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습효과 관련한 연구

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Sacks et al.(2013)은 VR을 활용

한 교육이 기존 교육보다 효과가 높았다고 하였고[9], 
Le et al.(2015)은 VR의 활용이 실제 작업에 있어 위험

요인 제거, 협동심 상승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0].

Ⅲ. VR기반 안전 교육콘텐츠 개발사례

3.1. VR기반 건설 사업현장 안전 교육콘텐츠 

3.1.1. 건설현장 낙하사고 VR체험콘텐츠 

본 콘텐츠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낙하

사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작한 VR체험 콘텐츠이다. 
타워크레인으로 건설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도중, 상부

에서 인양 중이던 자재가 떨어져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가 사망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

자들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버전이 있으며, 스토리 마

지막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1. 중량물 인양작업 시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 
2. 타워크레인 작업시작 전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상

태를 확인, 일부 변형(꺾임 등)된 와이어로프는 사

용금지한다.
3.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충돌방지장치)는 항상 유

효하게 작동되도록 설정하고 작업시작 전 기능을 

점검 후 이상 발견 즉시 보수해야한다.
4. 관리감독자 배치

아래의 그림1은 낙하사고 VR체험콘텐츠에서 캡쳐

된 이미지이다. 

 

 

 

 

 

Fig. 1 Falling accidents at a construction site through 
VR experience contents

건설현장 낙하사고 VR체험콘텐츠는 조작방법에 대

하여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사용자가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이 건설자재를 옮기는 상황

이 부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 전체적인 상황파악이 어

려우며, 건설자재가 떨어지는 과정도 좀 더 현실성에 부

합되도록 제작이 필요하다.

3.1.2. 건설현장 밀폐공간 VR체험콘텐츠 

본 콘텐츠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작한 VR체험 콘

텐츠이다. 밀폐공간에서의 사고는 작업도중 일산화탄

소 흡입과 산소부족으로 인해 질식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를 VR로 구현하였고 실제와 비슷한 질식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의식이 점차 흐려지는 상황도 구현하였다. 또
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버전이 있으

며, 스토리 마지막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와 내레이션 

교육도 함께 전달한다.
1. 밀폐공간 작업 전후, 일정시간 간격으로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관리자가 측정해야 한다.
2. 밀폐공간 작업 전,중,후에 적정 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3. 밀폐공간 보호구 및 구조장비는 사전 준비되어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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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시인을 지정하여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2는 밀폐공간사고 VR체험콘텐츠에서 

캡쳐된 이미지이다. 

 

 

 

 

 

Fig. 2 Accidents in an enclosed space at a construction 
site through VR experience contents

건설현장 밀폐공간사고 VR체험콘텐츠는 조작방법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사용자가 쉽게 조작

을 할 수 있다. 밀폐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는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흡입되는 과정에서 산소부족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과정은 매우 현실성이 높아보였다.

3.1.3. 건설현장 용접화재 VR체험콘텐츠 

본 콘텐츠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용접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작한 VR체험 콘텐츠이다. 
용접작업 중에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불티비산 화재사고로 용접인부가 사망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영어, 중국

어 버전이 있으며, 스토리 마지막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

지를 전달한다.
1.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비치한다.
4.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아래의 그림3은 용접화재사고 VR체험콘텐츠에서 

캡쳐된 이미지이다. 

 

 

 

 

 

Fig. 3 Fire Accidents due to Welding at a construction 
site through VR experience contents

용접화재사고 VR체험콘텐츠는 조작방법 및 안전대

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VR체험콘텐츠가 전반적

으로 너무 어두워서 주변 상황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용접 접합부에서 나오는 용접불티의 그래픽은 낮은 퀄

러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발생

이 되는 과정을 사용자가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2. VR기반 일반인 안전 교육콘텐츠 

3.2.1. 음주운전 사고 VR체험콘텐츠 

본 콘텐츠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를 방지하고자 제작한 VR체험 콘텐츠이다.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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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 상태와 유사한 필터를 씌어서 엑셀, 브레이

크, 기어, 핸들을 조작하여 도로에서 운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울렁거리고 어지러움, 졸음이 동반되도록 연출

하였으며, 3분 동안 운전을 하게 된다. 이때 기물파손, 
신호위반, 차량충돌 등으로 점수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사고피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4는 음주운전사고 VR체험콘텐츠에서 

캡쳐된 이미지이다. 

 

 

 

 

Fig. 4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through VR 
experience contents

음주운전 사고 VR체험콘텐츠는 시작과 동시에 조작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어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필터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울렁

거림, 어지러움 등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VR장비가 실제 차량의 운전대, 엑셀, 브레이크 등과 모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전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다.

3.2.2. 지진 대피교육 VR체험콘텐츠 

본 콘텐츠는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교육 VR체험콘텐츠이다. 
가정의 거실, 안방, 주방, 복도, 엘리베이터의 각 장소에 

따른 올바른 지진대피 방법을 숙지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지진대피 방법은 공공시설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

이다.

아래의 그림5는 지진 대피교육 VR체험콘텐츠에서 

캡쳐된 이미지이다. 

 

 

 

 

 

Fig. 5 Education for evacuating earthquakes through 
VR experience contents

지진 대피교육 VR콘텐츠는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와 유사하게 집 전체가 흔들리고 가구, 가전제품 등이 

파손된다. 또한 배경음과 실제 집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

성의 다급한 목소리는 사용자에게 높은 몰입감으로 유

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퀴즈로 풀어내는 방식은 재미를 더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VR기반 체감형 안전교육콘텐츠가 산업현

장과 일반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론적인 선행

연구 고찰과 현재 개발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VR기반 안전 교육콘텐츠 개발사례를 살펴본 결과, 

조작방법에 관해서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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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되고 있어 초보 사용자라도 VR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VR 환경에서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상태는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특히 음주상태를 인지하

게 하는 필터의 경우는 실제 음주상태와 많은 차이가 있

었다. 그리고 VR기기의 콘트롤러는 운전을 하는 등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운전조작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아래와 같은 제언 및 전망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와 VR의 트원 환경 제작이 실현되어야 한

다. 이는 VR기반 안전교육콘텐츠는 해당자에 대한 경

각심을 주면서 사고 예방 및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실제와 가상공간 설계 및 그

래픽 퀄러티가 높아야 할 것이다. 
둘째,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실현되어야 한

다. VR환경이 실제와 유사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캐릭

터의 움직임이 인간과 거의 유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VR기기에서 다양한 콘트롤러가 출시되어야 한

다. 안전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콘트롤러

가 적용되어야 실재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실에 적합한 시나리오 설계를 하여야 한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 및 특정 상황의 부자

연스러운 전개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VR기반 안전교육콘텐츠는 AI(인공지능)와 

연동하여 질적 향상을 통해 현실과 같은 고퀄러티VR을 

실현해야 한다. 첨단 AI기술을 VR에 접목하여 어떤 상황

에서라도 현실과 같은 상황연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VR기반 안전교육콘텐츠는 위험한 상황 등에 

대하여 현실에서 실제 교육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능하

며, 그 효율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이에 향후 AI를 접

목한 고퀄러티의 VR기반 안전교육콘텐츠가 출시 될 것

이며,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대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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