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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E2) 화학안전 체험용 가상현실(VR) 시나리오 개발

서주연·전혜진·심휴섭·이창한·조석호·김성수·박종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화학안전관리융복합전공)

1. 서론 
화학물질의 유통량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

다.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 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와 산업체 화학공장에서 신입 및 직원들의 화학 안전 교육을 위해 학교나 화학공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 사고에 대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을 활용한 체험용 화학 안전 시
나리오 및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외 화학안전사고 자료 조사를 통해 다양한 화학안전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사고 확률이 높은 유형을 도

출한 후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가능성 및 시나리오를 조사한다. 또한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체 관
계자들과 협의 및 자문을 통해 가상현실 체험형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도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안전 
체험형 VR 콘텐츠 제작 조건을 도출하고 화학안전 체험형 VR 콘텐츠 제작 조건, 문제점 수정 보완 및 학생 
및 산업체 신규 직원 교육에 활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3. 결과 및 고찰
실제 산업체 연구실을 모델로 제작된 화학안전 콘텐츠를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체험을 실시한 결과 실제 

화학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함으로써 화학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할 수 있었다. 특히, 가상현실 화학사고 발생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비교 체험을 함으로써 화학안전 보호 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해서도 가상현실을 통해 응급 처치 방법을 반복 교육을 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사고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체 화학현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안전사고에 대해 가상환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화학약
품, 밸브 조작 등 다양한 가상현실(VR)을 통한 현장체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전 훈련이 가능하고, 이 훈련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작업자의 현장감 부족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Fig. 1. 가상현실(VR) 화학안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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