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의 공식 산업재해통계인 2017년 산업재해현황

분석 자료1)를 보면, 산업현장의 전체 사망자수는 1,957

명이며 건설업의 사망자수는 579명으로 전체 사망자수

의 29.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로 보면 건설업의 사망만인

율은 1.90으로 제조업의 사망만인율(1.04)과 전 산업의 

사망만인율(1.05)보다 1.8배 높은 실정이다. 질병을 제

외한 업무상사고에 의한 전체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

하면,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자 964명 중 건설업에서 

50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업무상사고 사망자

의 52.49%가 건설업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만인율은 광업(8.93)을 제외하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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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struction industry has a relatively higher industrial accident rate than 
other domestic industries. Thus, to reduce the accident rate, researches on the 
methodology of worker’s safety education combined with new technologies like IT 
technology have increased. In the light of workers’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this study 
develops a VR(Virtual Reality)-based construction site using the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data. The target structures and geographical features are included in the 
VR-based construction site where the construction machinery model and worker model 
are also created using a game engine. For highly effective provision of safety information, 
video clips with suitable captions corresponding to working processes were made with 
proper screen directing. They should be appropriately connected to correct worker’s 
operations to improve the work commitment level, sense of reality and inducement of 
interest. From this scenario, the 3D VR-based construction site, which can be 
experienced through a VR equipment, was created and in the same platform, the safety 
information was provided by the video clip combined with the suitable captions. Although 
the real construction site involves various requirements depending on field situation and 
the expertness and experience of workers are not consistent, the develope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based on the VR construction site is expected to effectively reduce 
the incomplete factors leading to construction accidents by improving the worker’s 
perception of workplac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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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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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1.66)이 가장 높으며, 광업이 사양 산업임을 고려할 

때 건설업이 산업재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작업

환경의 복잡성,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 등으로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

의 효과가 단기간에 쉽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타 산업

에 비해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을 필

요로 한다.

사고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과 같은 외적 요인과 관리, 교육 및 경험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사고

는 내적 요인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 알려졌다2-4). 예를 들어, Heinrich는 교육적 요인이 

사고 발생의 일차적 원인의 88%를 차지한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한 바 있다5). 이것은 사고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

고,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작업자 안전교육이 법제화되어 의무적

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 관리자를 통한 강의식 교

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6). 의무적인 안전교육의 참여자

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 조사에서 주입식 안전교육은 

참여자의 만족도와 내용의 이해도가 낮게 평가된바 있

다7). 봉진균과 원정훈의 연구8)에서 기존의 주입식 교

육과 참여식 교육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로서 참여식 

교육의 효과 향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95%의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교육 성과평가의 결과로 

근로자의 교육 성과가 향상됨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

의 안전교육 방식이 재해 예방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

과가 부각되기도 했다9). 그래서 기존의 안전교육 체계

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전달하는 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고, 고차원적인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체감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 참여방식이 능동적일수록 재해율이 감소한다

는 것이 이미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안

전교육에 대한 Dale의 cone of experience 이론10)에 따

르면 단순히 언어적이거나 청각적인 상징적 표상보다

는 영상 기반의 표상이나 행동 기반의 표상과 같이 자

극이 보다 구체적일수록 교육의 효과가 커진다. Burke

등의 실험 연구11)를 통해 행동 모델링이나 실질적인 

연습 및 대화 등과 같이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가 포함된 교육이 일반적인 방법보다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부터 IT 기술이 빠른 속도

로 발전하면서 3차원 기반의 가시화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건설 안전교육 분야에도 IT 기술

을 접목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을 개선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차원 게임과 3차원 게임의 비

교를 통해 3차원 영상이 실험 참가자들의 몰입도, 현실

감, 쾌락 부분에서 우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12). 

2000년대 초부터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이 교육 

및 훈련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기존 방식보다 사용

자에게 더 나은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13). 

건설 분야에서도 게임엔진 기반의 3차원 VR 기술을 

이용한 안전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Lie 등14)은 타워크레인 분해 시 필요한 절차 및 작업 

위치 선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교육 

방식과 VR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비교하여 그 잠재력

을 확인하였고, 또 Lie 등15)은 홍콩의 건설산업을 대상

으로 건설 근로자, 엔지니어, 안전 관리자, 현장관리자

들에게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가상환경과 3차원 시뮬

레이션의 활용이 불안전한 작업방법, 절차, 작업 태도, 

작업환경 등의 안전 관련 요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였다. 박찬식 등16)은 3차원 모델과 모

바일 기기를 통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기

술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실험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 효

과를 평가하였다. 건축 분야에서도 안성진 등17)은 구조

물 공사의 세부작업별 재해 유형을 분류한 후, 이를 상

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작한 3차원 모델과 연계

하고 재해 유형별로 3차원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

여 안전교육을 수행하였으며,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3차원 안전교육의 현실성, 적합성, 

능동성, 흥미 유발성 등이 기존의 교육방식보다 우수

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수선18)은 방송언어정보의 전달양상에 관한 연구에

서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 음성, 자막 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전달양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해능력의 핵심인 작동기억 즉, 학

습적 인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내용

회상과 인지 부분에서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받은 

집단이 가장 높은 인지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했

다. 박용희19)는 동영상 강의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서 흥미 유발의 요인이 교수 방법, 강의 자료의 형태 

및 특성, 연출이라는 것을 밝히고, 대표적인 하위요인

으로 애니메이션 자료의 형태, 교육 대상자의 호기심 

유발, 관련 자료의 특성 및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

면 연출 등을 제시했다. 결국,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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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구축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정보 모델링) 데이터를 이

용하여 가상 공사현장을 구축하였으며, VR 기반의 공

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사 시뮬레이션, 안전관리, 장

비 계획 등에 이용할 건설 장비 모델과 작업자 모델을 

3차원 게임엔진인 Unity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BIM과 융합된 가상 공사현장과 VR 공사관리 시

스템을 이용하여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

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BIM 데이터 기반의 가상 공사현장 구축

본 장에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 공사현장과 

장비 및 인력 모델이 통합된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성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VR 기반의 

공사관리 시스템은 3차원 객체를 활용하여 가상의 건설

현장 환경을 구성하고 특정 공사에 대해 공사 시뮬레이

션, 장비운용 계획 수립, 안전관리, 시공방법의 이해, 대

안공법 검토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Fig. 1과 같이 가상 

공사현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현장, 장비, 인력 모델 및 

공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구성 절차는 모델 및 객

체 생성단계와 수정 및 추가 단계로 나눈다.

2.1 지형 및 구조물 모델의 작성

가상 공사현장에 포함되는 구조물 모델과 지형 모델

의 작성은 설계단계에서 Autodesk 사의 Revit 프로그램

으로 생성된 BIM 모델을 활용했다. BIM 기반 모델의 

생성 방법은 활용목적과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 3차원 객체로 작성된 구

조물 모델을 활용하였다. 3차원 객체는 실제 물체와 비

슷한 양감이나 질감을 갖지만, 2차원 객체에 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데이터 용량이 크다. 본 연구에서 

구조물 모델은 VR 환경에서 공사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용되는데, 외부 형상만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물 모

델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생성된 BIM 모델의 좌표와 

(a) Simplified structural model

(b) Geographical model combined with an aerial photograph

Fig. 2. VR structural model.

Fig. 1. Framework of VR-based construc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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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는 유지하고, 객체의 차원을 물성값 등을 포함한 3

차원 솔리드(solid)에서 2차원 면(surface)의 형태로 감

소시킨 경량화 모델을 사용하였다(Fig. 2(a)). 지형 모델

은 기존의 연구20)와 같이 불규칙 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였으며, 모

델 생성은 Autodesk 사의 Civil3D를 이용하였다. 지형 

면의 생성 후 가상건설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활용할 

때에는 Fig. 2(b)와 같이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항

공사진 데이터를 결합하였다. 

2.2 건설장비 모델과 인력 모델의 작성

건설장비 및 인력 모델은 가상 공사현장 환경에서의 

공사 시뮬레이션, 공법 검토,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구성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의 조작 및 시점 변화

에 따른 검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게임엔진인 Unity 

Technologies 사의 Unity 3D를 이용하여 실제와 같은 

(a) Examples of detailed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machinery

(b) Example of using an equipment model in a virtual environment

Fig. 3. Equipment models in VR-based construction site.

동작이 가능하도록 인력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외형과 

질감은 Autodesk 사의 3D Studio Max를 이용하여 표현

했다. 

건설장비 모델의 경우 실제 장비와 동일하게 형상과 

동작을 구현하였다21). 장비모델의 형상, 자유도와 연관

된 구속조건, 충돌 경계박스와 같은 경계조건은 Fig. 

3(a)와 같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장비모델별 상세 제

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모델링하였다. Fig. 3(b)는 

가상건설 시스템 내의 건설장비 모델의 활용 예를 나

타낸다. 즉, 3차원 장비모델 라이브러리에서 시뮬레이

션을 적용할 장비를 선택하고 가상 공사현장에 위치시

켜 사용자가 게임과 같이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 조작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장비 모델은 단순한 위치 

이동뿐만 아니라 실제 장비와 같이 세부적인 작업 시

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크레인 

모델의 경우, 장비의 상세 제원에 기반한 하중에 따른 

작동 범위 검토를 통해 인양 작업시 전복에 대한 안전

률 제시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작업 시뮬레이션을 통

해 즉각적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기 

(a) Development procedure of the VR worker model

(b) Application of VR worker model

Fig. 4. Worker models in VR-based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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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3차원 구조물 모델에 포함된 세부적인 부재를 

가상 공사현장 환경 안에서 운반, 설치 등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목표로 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건설장비

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인력 모델의 경우 Fig. 4(a)와 같이 크게 3단계의 절

차를 거쳐 생성된다. 즉, 인간형 메시(mesh)를 만드는 3

차원 모델링 단계, 인력 모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

한 조인트의 스켈레톤 작성단계 그리고 이 두 단계를 

연결하는 스키닝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Fig. 4(b)와 같이 총괄 감독자, 안전 관리자, 

신호수처럼 공사 시뮬레이션 수행 시 필요한 작업자들

을 모델링하였으며, 각각의 인력 모델별로 갖춰야 할 

장구를 라이브러리화 하였다. 인력 모델은 건설장비 

모델과 동일한 환경에서 추가 및 제거를 할 수 있으며, 

인력 모델 배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 인력 모델은 건

설장비 모델과 같이 각각의 모델을 개별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상 공사현장 환경 내에서 조

작자의 가상환경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인력모

델의 눈높이 시점에서 가상환경을 관찰하는 것도 가능

하도록 하였다. 

3. VR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안전정보 제공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구조물, 지형, 장비, 인

력 모델들을 하나의 가상 공사현장 환경에서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업자들에게 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가상 공사현장 환경의 활용 

효과는 김성훈 등20)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간분석을 

통한 장비의 접근성 등 작업 범위 결정, 공정 시뮬레이

션을 통한 공사 프로세스의 유효성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안공법의 검토, 공사방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건설

장비 및 인력의 위치 점검을 통한 공사 참여주체별 역

할과 책임에 대한 인지 향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성 분석기능이 추가된다면 보다 실용

적인 가상 공사현장 환경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실제 공사현장과 동일한 특

성을 갖는 모델들을 가상환경 안에서 탐색하고 개발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VR 장비를 통해 체험

할 수 있도록 가상환경을 구축하였다. 가상환경의 체험 

및 안전정보 습득을 위한 VR 장비는 HTC 사의 VIVE

를 사용하였으며, 이 장비는 PC 같은 호스트(host) 기기

를 거쳐 HMD(Head Mounted Display)로 영상이 전송되

(a) VR Device (HTC, 2018)

(b) Demonstration of VR device 

Fig. 5. Example of wearing VR devices. 

는 Tethered 방식을 사용한다. Fig. 5(a)와 같이 VR 사용

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베이스 스테이션(라이트하우

스 레이저 센서)과 가상환경에서 동작 또는 조작을 위

한 전용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넓은 시야각(110도 이상)

을 확보를 통해 가상환경에 대한 몰입감과 현실감이 극

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b)는 실제 VR 장비를 

실내 환경에서 체험하는 모습과 구성 장치들의 배치 현

황을 보여준다.

가상 공사현장 환경을 이용한 안전정보의 제공은 서

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강의식 안전교육 방

식을 체험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해준다. 이것은 교육 

대상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향상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안전정보는 VR 

장비를 활용하여 가상 공사현장 환경에서 건설장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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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mple of construction schedule 1

(b) Example of construction schedule 2

(c) Example of providing safety information 1

(d) Example of providing safety information 2

Fig. 6. Examples of schedule and safety information.

델 또는 인력 모델과 조합된 영상과 자막을 통해 제공

한다. 사용자는 VR 장비를 이용한 가상 공사현장의 체

험을 통해 실물 공사현장과 유사한 현실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현실감 높은 구조물 모델과 건설장비 

모델로 구성된 가상 공사현장 환경을 통해 흥미를 갖고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효과적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을 위한 

안전정보는 발주자 또는 안전 관리자의 요구나 정보를 

받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제공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지형, 건설장비, 

인력에 대한 모델과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공정정보를 

통합하여 VR 기반의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대상에 따라 가상 공사현장 환경을 활용

한 공사관리와 작업자 대상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공정정보의 활용은 Fig. 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설공사를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날짜, 위

치, 작업분류, 세부작업 등에 대한 정보를 가상 현실을 

통해 제공하여 공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Fig. 

6(b)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된 시스템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작업영상과 자막으로 작성된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

는 제공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상황에서 개별

적인 체험은 교육의 효과는 높지만, 시간적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안전정

보 제공에 있어 체험형 가상건설 환경과 동일한 콘텐

츠를 애니메이션과 자막으로 구성된 컨텐츠로 제작하

여 강의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VR 기반의 건설환경을 활용한 안전정보 

제공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공정정보를 포함한 가

상 공사현장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상 공사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생

성된 BIM 기반의 구조물과 지형 모델을 경량화한 후, 

항공사진과 결합하여 가상 공사현장 환경을 구성하고, 

상용 게임엔진을 활용하여 건설장비 모델과 인력 모델

을 삽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구조물, 지형, 건설장비, 인력에 대한 모델과 스프레드

시트 형식의 공정정보를 통합할 수 있으며 작업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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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VR 기반의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개발된 VR 기반의 공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적 시뮬

레이션이 가능한 가상 공사현장 환경과 VR 장비를 이

용한 가상현실 체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시스

템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

육을 실시할 때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작업영상과 

자막으로 작성된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VR 기반의 가상 공사현장 시스템을 통해 제공

하는 현장 기반의 안전정보는 사용자의 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질감을 줄여주어 건설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작업 방

법, 작업 절차, 작업 태도,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작업자

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

3) 가상현실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

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BIM 모델의 활용방

안과 시뮬레이션 시 조작 가능한 건설장비 모델과 인

력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VR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의 가상

환경 구축 방법은 작업자에게 가상의 작업방법과 함께 

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 산업분야

의 산업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건설공사는 공종이 다양하고 공종 간에 서로 복잡하

게 연관되는 특성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요구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들의 경력, 기술 수준 등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안전정보 제공 방안을 활용하여 건

설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위험 요인을 감소

시키고, 작업자의 작업 이해도와 안전의식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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