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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머리착용 영상장치(HMD), 트래커를 포함한 가상현실컨트롤러, 그래픽렌더링, 햅틱렌더링링 모듈로 구성된 

배관배선 공사를 위한 몰입형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직업훈련을 위한 학습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

능성을 탐색하였다. 사용자 평가결과, 총 7개의 영역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균은 5점만점에 3.98 (표준편차 : 0.69)로 대부분

은 양호하게 측정되었으나 비교적 어려운 수행에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상현실 기반의 직업훈련 콘텐츠에 관한 관

심과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제작도 늘어나고 있으나, 각 훈련 분야별로 요구되는 훈련 효과의 내용은 

다르며 이를 지원하는 가상현실 적용 방법도 훈련 분야 및 영역, 수행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햅틱 피드백이 포함된 훈

련의 난이도와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몰입형 훈련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확대·보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virtual training system consisting of a head mounted display (HMD), a VR controller, a graphic 
rendering module, and a haptic rendering module for a plumbing and wiring training system, and furthermore we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as learning content for vocational training. As a result, the mean scores of user experience 
in all 7 learning parts was 3.98 out of 5(standard deviation: 0.69), which was measured well in most cases, but the score was 
relatively low in difficult performance. It is expected that interest in virtual reality-based vocational training content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as the usage is expected to be diversified, the development of immersive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 will 
grow fur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ffective immersive training content suitable for the difficulty and 
characteristics of training that includes haptic feedback and expand it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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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 현상

은 비대면 사회적 관계 확산과 전체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와 사회적 인식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대

표적으로 대면 접촉식 상호작용이 주요했던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비대면 교육방식의 수용과 확대가 교육제도와 훈

련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국내 직업훈

련은 전년 대비 약 1,500개 과정이 적게 운영되며 2020년 4

월 기준으로 약 22.2%의 감소세를 보였고[1], 국외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기술직업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센터가 일시 폐쇄되거

나 영구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 전체적으로 기존의 집

체 방식의 교육 훈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 

접어들어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비대면 직업교육훈

련 방식이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

술 습득’이라는 TVET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직업

훈련 영역에서는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의 질을 대체할 수 없

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3].

코로나 19 발발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교육

과 훈련에 접목되어 학습효과를 높이고 수업의 몰입도 및 학

습 만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1990년대 말 인터

넷 기술의 확산으로 이러닝이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학습 보

조재 역할을 하였고,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

바이스가 기존 이러닝에 융합되었다. 현재는 첨단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이 데이터

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4]. 

이 중에서도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학습자가 실제 

작업 및 절차를 수행하는 훈련 영역에 주로 사용되면서 특정 

직무 분야의 기술을 향상하고 연마하기 위한 직업훈련 영역

에서 핵심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훈련(training)은 훈련하는 사람의 행위

(act), 과정(process) 또는 방법(method) 그 자체로 정의되

거나 훈련하는 사람이 습득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으로 정의

된다[5]. 특히 직업훈련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위한 ‘무언가가 

되기 위한 학습(learning as becoming)’으로 훈련을 정의하

기도 하는데 이는 직무 역할을 위해 습득한 실무 기술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6].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훈련은 실습실이

나 실험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훈련생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기 위해 실습장으로 이동하거나 현장체험 

실습의 경우 산업현장으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다. 

VR 기술은 공간적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 효율성과 현장의 위

험요소로부터의 안전, 물리적으로는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훈련내용을 3D 시각장치 및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더불

어 의료나 군사훈련과 같이 실제와 같은 생생한 학습경험이 

필요한데도 실제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분야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7-9].

가상현실 기반 훈련은 실제에서 존재하기 어렵거나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생생하게 구현 가능하여 사

용자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준다[10]. 또한,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을 함으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11-12]. 이상과 같은 가상현실 기반 교육훈련의 특성은 직

업훈련 분야에서 몰입도 높은 교육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13-15]. 가상현실 기반 훈련은 실제는 아니지만 ‘거

의 실제와 같은’ 훈련 환경 속에서 실제 수업의 질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실제 수업의 효과에 접근하는 가상현

실 기반 훈련콘텐츠로 실제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여 상대적으로 생생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가상훈련은 대형 장비, 고가 장비, 고위험 장비의 사용

이 불가피하여 훈련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사고의 위험

성이 높은 경우 주로 활용되고 있다[16]. 또한, 텍스트나 2D 

자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거나 실제 실습을 위한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절차를 반복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17]. 가상훈련은 

교육훈련 비용이나 위험도, 정밀도, 교육훈련 대상자 수가 높

을수록 비용 절감 및 훈련 대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

계, 전기전자, 화학, 건설 등 공학 분야와 제조,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훈련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8].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방법과는 달리 가상현실을 이

용하여 내선공사 분야의 교육훈련 과목인 배관배선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Ⅱ장), 3D 모델링과 렌더링으로 가상환경

을 구축하여(Ⅲ장) 훈련을 위한 학습 콘텐츠로서의 조작 용이

성을 실험 한다(Ⅳ장). 그리고 실험결과를 기초로 콘텐츠를 수

정하고 실험결과의 시사점을 토대로 훈련콘텐츠로서의 향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Ⅴ장).

Ⅱ. 시스템 구성

본 배관배선공사 가상훈련콘텐츠 개발의 목적은 3D로 구현

된 가상의 건물에서 사용자가 직접 케이블 트레이, 배관(금속

전선관) 및 배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여 학습자에게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게 하거나 케이블 트레이, 금속전

선관, 배선 등의 시공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공사하는 법을 체

험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내선공사 분야의 교육훈련과 현장 

간 불일치로 인한 교육 비용 및 교육시간의 이중투입 현상 개

선하고 실습의 효율성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트래커를 포함한 가상현실컨트롤러와 스

테레오 영상장치 (Head Mounted Display, HMD), 그리고 

PC를 이용하여 배관배선공사 가상훈련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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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주요 요소들

Fig. 1. Major components of the proposed system

배관배선 공사를 위한 가상훈련시스템에서는 학습자가 가

상현실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움직이면 가상현실컨트롤러의 

움직임이 가상환경으로 전달되고, 가상환경 속 학습자의 가상

의 손과 가상의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학습자의 움직임에 따

라 가상의 물체는 변형이 되거나 움직이게 된다. 대상물체의 

모양이나, 변형, 움직임이 그래픽 렌더링을 통하여 사실적으

로 시각화 된 후 스테레오 영상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학습자

에게 전달되어 학습자는 마치 실 세계에서 실제 물체를 조작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다(그림 1). 그리고 학

습자의 가상의 손과 가상의 물체가 접촉할 때 충돌하면서 진

동 촉감이 발행하는데 이는 햅틱렌더링 모듈에서 계산되어 

가상현실컨트롤러 내에 있는 진동모터를 통하여 생성된다. 이

러한 충돌에 따른 진동이 학습자에게 전달되어 가상의 훈련 

환경 속에서 학습자는 가상물체와 상호작용하며 더욱 능동적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Ⅲ. 가상환경 구축

3-1 모델링 및 렌더링

배관배선공사를 위하여 콘센트 박스, 리머, 먹줄, 몽키스패

너, 사다리, 줄톱, 세트앵커 등을 모델링하고 이 외에도 줄, 파

이프바이스, 해머드릴, 핸드 그라인더, 전동공구도 모델링하

였다. 그리고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환경은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되어있는 공사현장으로 선택하였다. 공사현장

에서 다양한 공구들을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하기, 금속전선관 

절단면 다듬기, 금속전선관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전선

관의 내부 다듬기, 금속전선관과 박스 접속하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구축하였다.

가상의 공사현장의 건물을 구현하기 위해 도면을 바탕으로 

장면을 구성하여 공간을 모델링하였다. 모델링을 완료한 후 

자연스러운 학습공간 연출한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조명등을 배치한 후 텍스처 매핑을 수행하여 전체 공간

을 완성하였다(그림 2). 모델링은 3D studio MAX를 이용하

였으며 넓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 AO(Ambient Occlusion) 

맵을 활용하여 텅 빈 느낌을 없애고 사실감을 증대하였으며 

탁자와 같은 소품들은 다양한 텍스처들을 입히고, 물체 표면

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여 현실감을 극대화하였다. 

작은 공구류는 공간과 비교하면 매우 작고 단순한 형태의 움

직임을 보이므로 노말맵 (Normal map)을 활용하지 않고 폴

리곤만을 이용하였으며 특별하게 텍스처 매핑을 하지 않고, 

색상과 반사되는 정도만을 조절하여 재질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2. 작업공간 모델링 (a): 도면을 기반으로 한 모델, (b): 조명등 설치, (c): 텍스처 매핑, (d): 구성한 전체 작업공간

Fig. 2. Modeling for workplace, (a): model based on floor plan, (b): hanging lights, (c): texture mapping, (d): constructed 
model of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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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렌더링 된 이미지 (사다리 및 오스터)

Fig. 3. Rendered images (a) ladder (b) oster

대상 장비나 물체는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제품들이 많

고 특정 회사의 자산이라서 보안상 실물이나 도면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공개된 이미지나 동영

상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작동방식은 동영상을 참고해도 

알아보기 힘들어 실물을 대여하고 사용해보고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작업공간에 다양한 모델들을 배치했을 때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실제 크기로 가상물체들을 제작하였다.

그림 3은 사다리와 오스터를 렌더링한 이미지로, 렌더링을 

위하여 3dsMax에서 UVW 좌표 셋팅과 적용 테스트를 마친 

맵핑 소스를 활용하여 NormalMap, AOMap등의 디테일 작

업까지 마친 후 최적의 Shader를 적용하고 반사맵, 조명 등

의 쉐이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애니메이션 테스트와 

3dsMAX와 Unity3D에서 수정하고 개발 중에 발생하는 피드

백을 받은 후 오류와 내용을 정정하였다.

3-2 인터페이스

실습모드의 메뉴에는 과정명, 학습공정 진행률, 홈으로 이

동, 종료, 도움말, 전체목차 맵, 사운드 On/Off , 화면 전체화면

/축소, 세부공정 이동, 세부공정 현재 단계, 하위 공정명, 총 하

위 공정단계 중 현재 단계, 다음 단계로 이동 등을 구현하였다. 

과정명에서는 현재 학습중인 과정명을 표시하였고, 학습공정 

진행률은 0 ~100% 까지 학습 진행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였

다. 홈으로 이동버튼 및 종료버튼은 언제 어디에서나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면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을 끝낼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움말은 조작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누르면 바로 알려주는 화면을 사용자에게 띄워주었다. 전체

목차맵은 학습세부내용들을 목차화 하여 제공하였으며, 사운

드 On/Off 버튼은 누르면 나레이션이나 특정 사운드가 켜지거

나 꺼지게 구현하였다. 화면 전체화면/축소는 보이는 화면을 

전체화면으로 보거나 축소하도록 구현하였다. 세부공정이동은 

여러공정중 다음단계 또는 이전단계로 이동할수 있도록 하였

으며, 세부공정 현재단계는 세부공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단계

중 현재 있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공정은 여러개의 하

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공정명은 하위공정의 이름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며 하위공정단계중 현재단계 및 다음단계로

의 이동버튼 역시 구현하여 학습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림 4. 가상교육을 위한 디자인된 UI

Fig. 4. Designed UI for Virtual Training

그리고 가상현실 컨트롤러의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양팔

을 평행하게 앞으로 내밀거나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하게 되면 모든 메뉴가 나올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4(a)

는 케이블 트레이 조립하기를 수행하다 메뉴를 호출하였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림 4(b)는 배관 절단하기를 수행할 

때 화면이다. 그림 4(b)에서 보는 것처럼 실습모드에서 화살

표와 가이드를 통해 마우스를 드래그하거나 가상현실컨트롤

러를 움직여서 실제와 같이 공구를 움직이고, 금속전선관을 

움직여서 조작할 수 있다.

개발한 콘텐츠는 HMD뿐 아니라 PC에서도 구동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PC에서는 마우스를 주 인터페이스로 사

용하였으며 HMD에서는 VR 컨트롤러를 이용하였다. PC 버

전의 경우 마우스는 왼쪽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벤트가 발

생하도록 하였으며 마우스 이벤트를 받으면 애니메이션이 수

행되거나 카메라 시점이 이동되거나 버튼 등이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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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하는 대상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 

대상물체 위에 콜라이더(collider)를 입혀서 미리 설정해 놓

은 동작 원리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한다 (그림 

5(a)).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체가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이동하도록 구현하였다(그림 5(b)). 또한 버튼

을 클릭하였을 경우, 버튼이 가지고 있는 킷값 (key value)과 

동일한 값의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에서 찾아 해당 공정으

로 이동하도록 구현하였다.

HMD를 착용한 경우에는 학습자는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가상환경과 상호작용한다. 특히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약속된 특정 동작을 하였을 경우 학습자의 아바타가 같은 행

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양손 컨트롤

러를 당기고 팔을 뻗는 경우 y 축의 값의 변화를 판단하여 학

습자 아바타의 손이 사다리와 접촉되어있는 경우에는 사다리

를 한 계단씩 올라가도록 하였다(그림 6(a)). 그리고 가상현

실 컨트롤러의 A, B, X 버튼은 나래이션, 텍스트 가이드, 애

니메이션과 매핑되도록 하였다. 즉, 학습자가 해머 드릴을 가

지고 있는 경우 컨트롤러 y축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해머 드릴

로 천장에 천공하도록 하였다(그림 6(b). 그리고 반복적으로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컨트롤러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야 하는 

경우, 사용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만 클릭하거나 

컨트롤러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동작 되도록 애니메이션

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7과 같이 학습자가 파이프를 밀어 넣는 작

업의 경우에는 이동시켜야 할 대상에 콜라이더를 입혀 마우

스 이벤트를 확인하였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시 드래그 

모드로 전환하고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의 위 또는 아래로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하였다. 학습자가 파이브 바이스의 관을 

물려야 하는 위치까지 파이프를 밀어 넣으면 애니메이션 이

벤트가 발생하고 파이프를 움직일 수 없도록 파이프의 콜라

이더를 비활성화하였다.

(a)

(b)

그림 6. 가상현실 컨트롤러를 이용한 상호작용, (a): 학습자가 

사다리를 오르는 경우, (b): 학습자가 드릴링을 하는 경우

Fig. 6. Interaction using a VR controller, (a): case of 
climbing up a ladder, (b): case of drilling a hole in 
the ceiling

(a) (b)

그림 5. 마우스를 이용한 상호작용, (a):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의 예, (b): 마우스를 드래깅하였을 때의 예

Fig. 5. Interaction using a mouse, (a): example of clicking left button, (b): example of dragging a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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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훈련내용이 끝난 후에는 퀴즈를 풀도록 하여 학습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퀴즈 중에 답을 

선택하기 전까지 확인 버튼은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

리고 상단 하위 공정명 옆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누를 경우, 학

습자가 퀴즈 문제를 다 풀었는지를 검사한 후, 문제를 풀지 않

았다면 그림 8과 같이 “진행하지 않은 학습이 있습니다” 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다음 단계의 이동을 제한한다. 답을 선택하

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모든 퀴즈를 

다 풀어야 다음 버튼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7. 애니메이션 효과

Fig. 7. Animation effect

그림 8. 퀴즈 화면

Fig. 8. Screen shot for quiz

Ⅳ.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상현실 기반 배관배선 훈련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위해 총 20명의 피험자가 바이브 (VIVE) 

HMD를 착용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중 남자는 12명 여

자는 8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11명, 30대 8명, 그리고 40

대 피험자가 1명이었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 약 5분간 피험자

들에게 본 콘텐츠가 케이블 트레이, 금속전선관, 배선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전반적인 학습구성과 함께 배

관배선 가상훈련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3분 동안 사

용자 평가목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 하였다. 기본 오리엔

테이션을 마친 후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에게 각각 30분 동

안 자유롭게 학습 콘텐츠를 작동하며 학습하도록 하였다. 학

습 전 학습자들에게 아래의 7개의 사용자 평가항목을 제시하

고 3번씩 학습을수행하였다.

① 금속전선관에 매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② 금속전선관에 수동 오스터로 금속 나사산을 내는 기능

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쇠톱으로 금속 등 부품을 절단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④ 파이프 벤더로 금속전선관에 굴곡을 주는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다.

⑤ 파이프 바이스로 나사내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⑥ 스위치 박스, 록너트, 부싱을 조립할 수 있다.

⑦ 리머로 금속의 절단면과 주위를 다듬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사용자 평가항목을 인지한 학습자들은 가상훈련 환경에서 

학습을 수행한 이후 각 평가항목(5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사

용자 평가를 진행하고 추가로 인터뷰를 통해 자유 의견을 취

합하였다. 리커트 척도에서 1점은 매우부정(또는 매우불만

족), 2점은 부정(또는 불만족),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 (또는 

긍정), 그리고 5점은 매우만족 (또는 매우긍정)으로 사용자에

게 제시하였다.

사용자 평가결과, 그림 9와 같이 1번 항목(매직으로 금속

전선관에 표기할 수 있음)이 4.25점(표준편차 0.83)으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2번 항목(금속전선관에 수동 오스

터로 금속 나사산을 내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도 4.10점

(표준편차 0.77)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항목별 평균 

Fig. 9. Itemized average

반면, 3번 항목(쇠톱으로 금속 등 부품을 절단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은 3.8점(표준편차 0.60)으로 가장 낮은 점수

를 나타냈으며, 5번 항목(파이프 바이스로 나사내기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이 3.85점(표즌편차 0.79)으로 그다음으로 점

수가 낮았다. 가상현실 환경 속에서 간단한 표기와 선을 내는 

기능은 비교적 쉬웠으나 부품 절단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수

행에 있어서 사용자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 가상현실 환경 

속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행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은 콘텐츠를 경험한 이후, 자유롭게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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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학습 후기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이벤트 및 학습을 유

도하는 표시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실습모드에

서 전체 수행학습 맵을 확인하여 전체 훈련 구조 속에서 현재 

어느 학습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가상현실 환경에서 장비와 공구 등

을 드래그하여 이동시 수행이 다소 원활하면 좋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여 대상물체를 선택할 때 선택영역이 하이라이트 

되게 하여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실습모드의 전

체 학습맵에서 현재 어느 정도 학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콘텐츠를 수정·보완하였다. 여기에 클릭 가능한 물체 위에 마

우스/가상현실 컨트롤러를 위치시키면 손가락 모양으로 커서 

등이 바뀔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전체적인 가상현실 배관배선 

공사를 위한 훈련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였다.

Ⅴ. 논의 및 결론

가상현실이 적용된 배관배선 공사 교육훈련 콘텐츠는 3D

로 구현된 가상의 건물에서 가상의 훈련을 통해 케이블 트레

이 시공, 배관 시공, 배선 시공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상훈련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현장에서의 직무 감각을 살리면서 교

육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시뮬레

이션을 통해 사전 숙지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교

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습자는 가상현실 기

반의 훈련콘텐츠를 통해 배관·배선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수준을 스스로 함양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

기 전 현장에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현장 업

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한 교육적 역할 및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평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효과적인 훈련

을 위해 VR 학습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현실에서도 어려운 학습수행이 가상현실에서도 수행이 원

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어려운 훈련수행

을 가상현실에서는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상의 환경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행을 중점적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학습자의 행위에 대한 실시간 반응도를 높이고 다양한 감

각적 자극을 통해 최대한 실재감이 높은 가상의 환경을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햅틱을 사용하여 현장감

(sense of reality)과 몰입감을 높인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이

다.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경험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나

고 있다. 즉, 사용자가 VR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냄새를 시뮬레이션하거나 가상 물체와 상호 작용할 때 열 피

드백을 제공하는 방법[17-18]과 햅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늘고 있다[19]. VR은 실제 교육훈련 현장으로 이

동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절감하면서 3D 시

각화 기술과 청각 및 촉각 장치를 통해 기술과 프로세스 중심

의 훈련절차를 습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앞으로 가

까운 미래의 VR 기술이 적용된 교육훈련 애플리케이션은 다

양한 촉각 감각이 동반되는 햅틱 기반 훈련과 여러 감각 장치

를 통합하여 교육훈련의 현실감과 몰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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