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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VR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을 컴퓨터 모델로 대체함
으로써,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대폭 절약함과 동시에 위
험부담 없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에는 의학 분야에서 VR시뮬레이션이 활발 
하게 사용되며, 가상 시술을 현실적으로 실행해봄으로서 
수술 성공률을 크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VR
기술시뮬레이션은 교육, 운동, 재난 모의 훈련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VR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의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의 의료용 시스템의 전반에 걸
쳐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육을 제한하는 몇 가지 과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1] 그
리고 국제적 재난관리의 단계와 소방학교에서의 교육의 
과정별로 V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특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연구도 있었다. 여기서는 소방교육훈련 
분야별 구체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중요도와 시
급도성을 감안하여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2] 
이처럼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직종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훈련 VR 시뮬레이션 플
랫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프레임 웍을 바탕으로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재난대응 통합 훈련 VR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작했으며 그 과정을 정리하였다.

Ⅱ. VR시뮬레이션 플랫폼의 구성

  시뮬레이션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컴포넌트들의 연결 및 정보 전달을 위한 
메인 컴포넌트, 3D 가상 환경 구성 및 가시화를 위한 3D 
환경 가시화 컴포넌트, 입력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입력 
장치 컴포넌트, 마지막으로 모션 플랫폼 제어를 위한 모
션 플랫폼 컴포넌트로 구성된다.[3] VR 시뮬레이션을 실

행할 때 각 컴포넌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실시간으로 
수행되며, 이는 VR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작과 수정, 시
뮬레이션 가동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 그림 1의 VR 시
뮬레이션 프레임 웍을 토대로 VR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
뮬레이션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 그림 1. VR 시뮬레이션 프레임 웍과 하드웨어간의 상호작용

Ⅲ.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작과정

  체험자는 프레임 웍 중 Input Device Component에 
해당하는 VR 오큘러스 리프트를 장착하고 본 시뮬레이
션 플랫폼을 체험한다. Input Device Component는 본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체험자가 손으로 조작하는 VR 
오큘러스 리프트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진동 헤드셋
이 있다. 체험자의 행동을 통해 특정 행동을 입력하면 
VR 시스템에서 반응한다. 또 VR 시스템상의 사운드가 
헤드셋을 통해 체험자에게 전달된다. 즉, 체험자와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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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프레임 웍에 기반하여 게임 엔진을 활용한 통합훈련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작하고 

그 사례를 소개한다. 본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

난 상황에 대해 행동요령을 훈련할 수 있다. 이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재난 상황에 대해 반복적이고 안전하게 행동요령을 익

힐 수 있으며, 본 제작 과정은 VR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의 제작단계에서 유용하게 참고 될 자료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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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Component이다. 체험자
는 원하는 재난 상황과 장소를 선택한 후 그 상황에 맞
는 행동요령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 행동요령은 소방 
훈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본 VR 시뮬레이션의 스토리보
드를 작성했다. 이 같은 추가적인 정보는 Additional 
Component에 해당한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재난 상황은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량이다. 매뉴
얼은 차량의 시동을 끄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
압한 후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기를 유도하고 있
다. 이를 기반한 스토리보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VR 시뮬레이션 스토리보드의 한 장면

  3D 모델링은 주행 중이라는 상황에 따라 도로 위를 
배경으로 두고 자동차와 손 두 가지 주요 모델링에 소화
기, 휴대폰 등의 프랍으로 구성된다. 체험자가 행동요령
을 익히기 위해 VR 상에서 체험자의 시선을 고려한 위치
에 UI 텍스트가 뜨며, 행동지침을 알려준다. UI 텍스트는 
가독성을 높이고 여러 각도에서도 잘 보이도록 바탕색을 
어둡게 하고 글자 색을 밝게 설정했다. 이는 그림 3과 같다.

▶▶ 그림 3. 대처 요령을 유도하는 UI 텍스트

  체험자는 VR 체험 공간인 Motion Platform 
Component로 VR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UI 텍스트의 안
내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리프트를 클릭하면 애니메이
션이 나오며 다음 상황으로 진행된다. 애니메이션 리스
트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언리얼 엔진에서 3D 모델링과 UI 텍스트,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스토리보드에 따라 프로그래밍한다. 이는 최종 
Main Component를 구성한다. 그리고 VR 센서를 설치한 
5mX5m의 공간에서 VR 오큘러스와 리프트를 착용하고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체험한다. 이는 그림 4와 같다.

▶▶ 그림 4. VR 재난대응 시뮬레이션의 한 장면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웍에 따라 VR 재난대응 통합훈
련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전문 직종 종사자
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본 시뮬레이션 플랫
폼은 재난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차후에 이어질 연구로는 화재 상황 외
에도 지진, 물난리 등의 재난 상황과 차량, 승강기, 지하
철 등 소방 매뉴얼에 제시된 재난 장소 등의 다양한 상
황을 경험 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작한
다. 그리고 PC 환경 외에도 스마트폰 디바이스와 연동하
여 VR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격화를 
제시 할 것이다. 이는 VR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작의 참
고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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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업 씬 리스트

1 자동차의 핸들을 조작하는 장면
2 자동차가 주행 중 화재사고로 급정거 하는 장면

3 손으로 자동차의 문을 여는 장면

표 1.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한 씬 리스트

4 손으로 자동차의 트렁크를 여는 장면

5 손으로 자동차의 본네트를 여는 장면
6 트렁크에서 안전 표지판을 꺼내는 장면

7 안전 표지판을 자동차 앞뒤로 놓는 장면
8 자동차 트렁크에 비치된 소화기를 드는 장면

9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 장면
10 소화기를 들고 손잡이를 눌러 분사하는 장면

11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장면
12 본네트안의 엔진의 전원을 차단하는 장면

13 휴대폰을 눈앞으로 드는 장면
14 휴대폰의 번호를 누르는 장면

15 트렁크의 문을 닫는 장면
16 본네트의 문을 닫는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