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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 실 컨트롤러(virtual reality controller)는 사용자와 VR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핵심 인 역할

을 한다. 많은 VR 시스템들에서는 실제 장비와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된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하지만, 추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다 실 인 환경의 제공이라는 정 인 효과도 있지만, 사용자의 인

지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 인 향도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VR 기반 훈련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VR 컨트롤러 도구의 사용과 사용자 경험을 ― 존감, 학습 경험, 인지 부하 ― 세 가지 에서 다룬다. 이를 해 

자체 VR 소방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 고, 필수 소방 도구를 제작하여 VR 시스템 내에서 실제처럼 조작할 수 있도

록 하 으며, 두 번의 사용자 스터디(user study)를 통해 기본 컨트롤러 기반의 시스템(standard), 실제 도구가 

용된 VR 시스템(real tools), 하이 리드(hybrid)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 다. 실험 결과, hybrid 

방식이 기존 방식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 의 존감  학습성을, 기본 컨트롤러와 비슷한 수 의 인지 부하를 보

다. 이는 다수의 실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더 높은 수 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VR 시스템의 컨트롤러 개발  활용의 략 인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A virtual reality(VR) controller plays a key role in supporting interactions between users and the 

virtual environment, and many VR systems have developed tools that are identical to actual 

equipment. While the use of real tools can provide a more realistic experience, it can also have 

negative effects, such as an increased cognitive burden on users. We studied such an aspect 

through the lenses of three human factor constructs - perceived presence, learning experience, and 

cognitive load. We developed a VR firefighting training system integrated with essential firefighting 

tools, which were physically identical to the real ones. We conducted two user studies to compare 

1) 교신저자

논문투고일자 : 2020. 09. 22  심사일자 : 2020. 09. 22  게재확정일자 : 2020. 10. 13



【논 문】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2020년 10월

92

the user experience for the VR system with the standard VR controllers, the one with the real 

tools, and a hybrid system. As a result, the hybrid condition showed similar levels of perceived 

presence and learning experiences than the real tool condition and a similar level of cognitive load 

as the standard controller condition. This shows that having a larger number of real devices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a higher level of user experience and suggests a strategic approach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ontrol devices in VR systems. 

키워드: VR 소방 훈련, 장비 모달리티, 실재감, 학습 경험, 인지 부하

Keyword: VR firefighting training, device modality, presence, learning experience, cognitive load

1. 서론

최근 Virtual Reality(VR, 가상 현실)은 사용자

들에게 화재 재난, 지진 등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현존감 있는 경험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을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가상 재난 훈련에 적합

한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1]. 다양한 재난 환경에 

대한 경험을 가상 환경을 통해 제공하여, 훈련자의 

대처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VR 기반 재난 대응 훈련이 사용자들에게 훈련으

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인 훈련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왔고, 조

사 결과 선행 연구들은 크게 3가지 기술적 방향으

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장 대표

적으로 컨텐츠 내의 감각적인 요소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2,3,4]. 예를 들면, 불이나 연기를 시각 

및 청각을 통해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온도를 통한 

촉각적, 타는 냄새와 같은 후각적인 요소를 접목시

켜 화재 현장의 현존감을 높일 수 있다. 둘째, VR 

컨트롤러의 개발이다 [5,6,7]. 훈련 상황의 경우에

는 구출, 대피 등을 위한 호스, 도끼 등 다양한 장비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커

스터마이즈(customized) VR 컨트롤러 제작을 통

해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이동 트래

킹(locomotion tracking) 기술 개발을 통한 걷기, 

뛰기 등과 같은 사용자들의 이동에 대한 지원이다. 

이에 관련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제자리 걸음을 통

한 VR에서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록시-제스쳐

(proxy-gesture), 제한된 실제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리다이렉티드 워킹(redirected 

walking), 러닝머신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이동

을 지원하는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등과 같은 

VR 환경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9].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존감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적인 진보는 항상 높은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경험은 피로도, 가상질

병(cybersickness) 등과 같은 인지 부하(cognitive 

load), VR 재난 대응 훈련의 경우는 학습 경험

(learning experience)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

간 요소들(human factors)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시스템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현존감 뿐만이 아

니라 다른 인간 요소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만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움직임 [10,11,12], 교육

[13,14,15] 등과 같은 VR 시스템 경험에서 발생하

는 인간 요소에 대해 다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VR 핵심 장비인 컨트롤러에 한 사용자 경험  인

간 요소들을 고려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많은 VR 시스템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VR 기본 컨트롤러를 이용한다. 기본 컨트롤러

는 버튼 누르기(trigger), 패드 터치(touch), 잡기

(grip) 등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양한 도구 사

용이 훈련에 포함되는 VR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기본 조작법만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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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첫째, 훈련의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방관들은 훈련이나 현장에

서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예: 소방 호스, 소방 도끼)

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VR 컨트롤러

와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본 컨트롤러를 통해 도구들의 정확한 사용 용도 

및 사용법을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본 컨

트롤러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 도구들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 몰입감이 낮아질 수 있

다. 기본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 VR 내부에서 시

각적인 형태는 실제 소방 도구와 같을 수 있지만, 

촉각적 차이로 인해 인지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

지 도구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자

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손전등을 이용해서 연기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동

시에, 길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소방 도끼로 장

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러나 기본 컨

트롤러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행동은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화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장

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수의 실제 도구들을 VR 컨

트롤러로 개발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

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만 집중하였으며[16,17,18], 도구

의 사용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이를 높이기 위한 도구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도구의 사

용이 VR 현존감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

용자의 인지 부하(cognitive load) 또한 높일 수 있

기 때문에, VR에서의 훈련에서는 항상 높은 훈련 

효과성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실제 도구 개

발 및 VR 적용은 VR 훈련 시스템 구축에 높은 오버

헤드(overhead)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

해는 훈련 상황에 대한 높은 실감성과 인지 부하 측

면에서 실제 도구와 기본 컨트롤러의 상대적 장단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VR 콘텐

츠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도구의 VR 환경에서의 역할

에 대해 현존감(presence), 학습 경험(learning 

experience), 인지 부하(cognitive load)의 관점

에서 기본 VR 컨트롤러를 사용한 VR 환경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연구는 VR 기술이 많이 적용되

는 소방훈련 환경을 다룬다. 소방관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네 가지 핵심 소방 장

비들을 선정하였고, 해당 장비들을 가상 현실 내부

에서도 동일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VR 

사용자들로 하여금 소방 장비들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화재 상황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으며, 두 

번의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VR 컨트롤러와 인간 요

소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 실제 훈련 도구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컨트

롤러의 제작 및 VR 훈련 프로그램 개발

∙ VR 컨트롤러와 사용자의 현존감, 학습 경험, 인

지 부하 간의 관계를 VR 컨트롤러 양식 수준

(VR controller modality)의 측면에서 분석

∙ VR 소방 훈련의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한 컨

트롤러의 활용 방안 제시

2. 련 연구

2.1 VR 컨트롤러

세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방 훈련의 개발을 

통해서 현존감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소방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소방 도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VR 

소방 훈련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해본 결과, 

이전의 많은 소방 훈련은 일반인 대상의 기본적인 

대피 훈련, 화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종류의 소방 훈련 시스템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실제 소방 도구를 이용해서 진

행하는 VR 소방 훈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

다. 예외적으로 Seo et al.[16]은 소화기 모양의 컨

트롤러를 개발해서 일반인들이 소화기의 작동법을 

일반 컨트롤러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욱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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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

나 해당 연구에서는 비직관적인 상호작용(non- 

intuitive interaction)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컨텐

츠 내용이 다소 단순하고, 컨트롤러의 모양이 항상 

소화기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 

실제 소방 환경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다소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훈련 상황과 같은 

가상 환경을 개발하고, 그 내부에서 다양한 실제 장

비들과 일치하는 모습을 가지는 다양한 컨트롤러들

을 이용해서 소방관을 교육할 수 있는 VR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햅틱

(haptic)을 VR 내부의 컨트롤러의 시각적인 모습

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더욱 높은 현존감을 제공하

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Arora et al.[5]은 모

양을 변형할 수 없어서 물리적 현존감을 떨어뜨리

는 기존 컨트롤러의 한계점을 사용자 스스로 컨트

롤러를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VirtualBricks 기

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유사하게, Zhu et 

al.[18]은 일반 VIVE 컨트롤러, 다양한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는 커스텀 컨트롤러, 그리고 실제 도구

를 VR 컨트롤러로 사용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실제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가장 높은 자연

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존감이 실

제 도구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커스텀 컨트롤러

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컨트롤러의 모습을 종

이 부채 형태로 제작하여 부채의 펼치는 정도를 VR 

내부에서 보이는 컨트롤러의 모습과 일치하도록 조

절하여 공기저항을 느낄 수 있는 기술 [17], 컨트롤

러의 회전 가능한 부분을 조절해서 무게중심의 위

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컨트롤러의 시각적 모양과 

물리적 무게감이 일치하도록 하는 기술 [7] 등 다

양한 기술들이 소개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VR 내부의 컨트롤러의 모습과 

실제 컨트롤러의 모습이 같을 경우가 가장 자연스

럽지만, 다양한 도구들을 실제로 준비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실제 

소방 훈련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소방 도구를 가

상 환경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높은 

수준의 현존감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방 도

구에 따른 인지적 요소의 변화 및 연관성을 보다 직

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2.2 인지 부하

다수의 도구를 동시에 사용할 시, 도구의 종류, 

사용 방식 및 교체의 복잡성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

로 인해 인지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인지 부하는 사람의 작업 용량 메모리가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나타낸다[8]. 이는 어

떠한 문제를 배우고 해결하는 등과 같은 개인의 인

지 능력이다. 인지 부하를 살펴보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인지 부하가 개인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

을 강조한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내재적(intrinsic) 인지 부

하, 외부(extraneous) 인지 부하 및 작업 기억

(working memory)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19]. 내재적 인지 부하는 정보 또는 자료 자

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관련이 있고, 외부 인지 

부하는 교육 설계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작업 기억

은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정보의 분리 및 통합 표현 [19], 복잡한 정보의 모

듈식 표현 [20]과 같은 본질적인 인지 부하인 작업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인지 부하를 낮추는 교육 전

략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정신적 부하(mental load)

와 정신적 노력(mental effort)이라는 두 가지 요

소를 설명한다 [21]. 정신적 부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고, 정신적 노력은 작업 

실행 및 관리에 대한 개인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

다. 많은 연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인지 부하와  

학습 결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예를 들어, 학생

들은 VR 환경에서 접하는 복잡성이 높은 과제에 대

해 높은 정신적 부하와 노력을 보였고 [21], 높은 

정신적 부하로 인해 전반적인 학습 만족도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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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22]. 또한 리더 

보드의 적절한 사용 및 벌칙은 정신적 부하를 낮추

고, 게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유지 학습 작업(retention learning task) 및 

회상 프로세스(recall process)는 정신적 부하와 

노력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이 확인 되었다 [23].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접근 방식(정신적 부하 

및 정신적 노력)을 사용하였다. 이는 작업에 대한 

개인의 인지 능력 보다 일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작

업 난이도 또는 작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3. 연구 개발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

로 확장해서 진행되었다. Jeon et al. [24]에서는 

실제 소방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소방 훈련 프로그

램을 원하는지 그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VR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해당 연

구에서는 현실적인 화재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훈

련 제작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해당 조사 과정을 

통해 소방관들은 고립되고 좁은 공간인 지하 노래

방이 제일 위험하다고 응답하여 이를 상황 설정에 

도입하였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현상

들을 추가해서 긴장감과 현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다: 조사 단계, 개발 단계, 실험 단계.

∙ 조사 단계: 이전 연구 [24]에서 진행한 조사와 

더불어 추가로 소방관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

비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하였고, VR 소

방 훈련 대상자에게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 개발 단계: VR 소방 훈련을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의 독립적인 요소인 화재 상황 및 시나리

오, 실제 소방 도구 형태의 컨트롤러를 개발하

였고, 움직임을 지원하였다. 각각의 개발이 완

료된 다음, 하나의 VR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VR 소방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실험 단계: 두 번의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실제 

소방도구를 컨트롤러로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

는 사용자 경험을 현존감, 학습 경험, 인지적 

부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사용자 스

터디는 첫 번째 사용자 스터디의 확장으로, 두 

번의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VR의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실제 도구와 컨트롤러 사용의 효과적

인 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한 통찰력 및 개발 방

향을 제시한다.

(a: 훈련시작, b: 훈련 리허설, c: 지하실 진입, 
d: 기합선, e: 창문깨짐, f: 화재진압, g: 

래시오버, h: 구조자 구출)

(그림 1) VR 소방 훈련 환경

4. 연구 조사  개발 단계

소방 훈련의 높은 자유도 지원을 위해, 우리는 사

용자가 VR 환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방 도

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

면 훈련 대상자는 선임 소방관으로 부터 VR 내부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수행해야 할 임무의 내용인 

고립자 구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받는다.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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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을 마치게 되면 훈련 대상자는 산소 마스크를 집

어서 착용한 후, 지하 노래방으로 진입한다. 훈련 대

상자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노래방 내부의 방들을 

확인하면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를 진행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예: 전기 합선,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창문 깨짐)이 발생한다. 구조대상자를 발견하여 손

으로 터치하면 플레이어는 구출 대상자를 부축하는 

상태로 변경이 되고, 지하 노래방을 탈출하는 것으

로 훈련 시나리오가 종료된다. (그림 1)은 이를 설

명해준다. 

다섯 명의 소방관들과의 인터뷰(3명 소방서, 2명 

소방훈련학교)를 통해 화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도구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양한 소

방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으며, 소방 

훈련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된 네 가지 도구(소방 

호스, 소방용 도끼, 손전등, 산소 호흡기)를 VR 훈

련 프로그램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그림 2). 개

발된 모든 소방도구는 VIVE 트래커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파악한다. 각 도구의 크기는 실제 도구와 같

으며, 소방 도끼를 제외하고는 무게도 동일하다(소

방 도끼의 머리부분은 문 개방 및 장애물 제거를 위

해 철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였다). 각 도구 및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소방 호스, 도끼, 손 등, 산소게이지

(그림 2) VR 소방 훈련에 사용할 소방 도구

소방( 창) 호스:　화재 진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소방 호스이다. 소방호스는 크게 물

이 지나가는 호스 부분과, 물이 분사가 되는 관창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창부는 호스 부분과 연

결되는 고정부와 사용자가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전부는 평상시에 최대로 

잠겨져 있는데, 소방관이 이를 돌려서 잠금을 풀면 

물이 분사 되는 구조이다. 회전부가 회전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물의 분사 각도도 커지게 되는데, 소방

관은 이를 이용하여 불의 크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

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호스를 VR 컨트롤러로 제작하기 위해서 우

리는 실제 소방 호스의 관창 부분에 센서를 부착하

여서 개발하였다. 사용자가 회전부를 돌리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tary encoder(Arduino KY-040 

Rotary encoder)를 사용하였고, 센서로 측정한 값

을 Arduino의 Serial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 VR 소

방 훈련 프로그램 기반인 Unity 엔진으로 전송하였

다. 전송받은 결과 값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호스에

서 분사하는 물의 각도 및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VR 내부에서의 소방 호스의 모습을 표현하

기 위해 3D 모델링을 하였고, 호스의 곡선을 표현

하기 위해서 [16]에서 사용한 Obi-rope를 이용하

였다.

소방 도끼: 또 하나의 중요한 소방도구 중 하나는 

소방 도끼이며, 이는 주위의 장애물(예: 창문)을 파

괴하면서 길을 만들 때 사용한다. 소방 도끼는 문 

개방기 로 사용할 수 있다. 소방 도끼 한쪽 끝을 문 

손잡이에 고정한 상태로 힘을 가하면서 회전시키면,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서 손잡이가 간단하게 문과 

분리된다.

실제 문 개방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3D 프린

터를 통해서 같은 형태로 제작하였다. 현실에서 문 

개방기를 사용하는 일련의 동작 과정을 그대로 VR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사용자는 문 개방기를 VR 내

부의 문 손잡이에 고정하고,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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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여 손잡이와 문이 분리된

다. 이후 사용자는 방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손 등: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연기로 인해서 소

방관들은 자신의 손마저 쉽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시

야가 차단되어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방

관들은 어두운 공간을 탐색할 때 손전등을 자주 사

용한다. 손전등을 VR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실

제 손전등의 전원 스위치 부분을 Auduino와 연결

하여 버튼의 누름 여부를 감지하도록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를 블루

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Unity로 전송하고, VR 내부

의 손전등 전원 상태가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손전

등이 켜진 상태가 되면 빛과 충돌하는 연기의 농도

를 줄이도록 하여 사용자가 손전등을 이용하여 VR 

내부를 탐색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산소 게이지: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가장 높은 비율의 사망 요인이기 때문에 

호흡기 탱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시스템에

서는 호흡기 탱크에 연결된 산소 잔량 게이지를 VR 

훈련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보통 실제 호흡기 탱

크의 경우 한 번에 약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VR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멀미나 두

통 등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본 개발에서는 최

대 15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사용자에게 

하여금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산소 게이지의 시곗바늘을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점점 돌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산소의 양이 적어

지면 사용자에게 실제 호흡기 탱크에서 나는 것과 

같이 강한 휘파람 소리를 내어 시간이 얼마 없음을 

경고한다. 소방 도끼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탱크 전

체를 들고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호흡기 탱크에서 사용할 산소 게이지를 3D 프린팅

을 통해서 제작하였다.

소방 장비 통합: 소방 장비 및 시나리오에 대한 개

발이 완료 후, 이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훈련 시스템

을 완성시켰다. 손전등 및 압력게이지는 소방조끼

에 연결해서 훈련 대상자가 다른 도구를 손에 쥐고 

있어도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소방 호

스와 소방 도끼의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같은 방

식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두 개

의 도구를 동시에 손에 들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 대상자에게 두 개의 소방 도구 

중 항상 한 개만 손에 들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에 

두도록 지시하였고, 만약 도구를 교체해야 할 일이 

생기면 들고 있는 도구를 바닥에 둔 다음 다른 도구

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실제 

장비 VR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

며, (그림 4)는 사용자 스터디를 위해 VR 장비 및 

소방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이다. 

(그림 3) 실제 장비 VR 용을 한 시스템 구조

(그림 4) 사용자 스터디를 한 VR 
장비  개발된 소방 장비 착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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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단계(사용자 스터디 비)

소방 도구들을 이용한 화재 재난 상황 대처 훈련

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방 도구의 사용이 필수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컨트롤러의 제작에 대해서 확인하였지만, VR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변화 및 훈련 환경에서의 훈련 효과

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선행 문헌은 찾아볼 수 없

었다. 따라서 소방 훈련 환경을 주제로 한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소방 도구들을 실제 화재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소방관 대상의 VR 훈련 프로그

램을 제작하였고, 두 번의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서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본 

섹션에서는 사용자 스터디를 위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리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을 위

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평

가 문제를 마련하였다(현존감, 학습경험, 인지부

하). 모든 문제에는 5-point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였다. 

존감(Presence): 현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Igroup Presence Questionnaire(IPQ) 설

문 항목을 사용하였다 [7]. 해당 설문 항목은 현존

감을 네 가지 항목(General Presence, Spatial 

Presence, Involvement, and Realness)으로 구

성한다.

학습 경험(Learning experience): 학습 및 

훈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CVTAE 모델을 활용하

였다[25]. CVTAE 모델에서는 VR이 얼마나 교육

적인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지표를 제공한다: Cognitive 

benefit, Control & active learning, Perceived 

learning, Satisfaction. 이는 VR 소방 훈련의 교육 

학습 효과 측정에도 적절하다. 

 Cognitive benefit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도 상승 및 적용 

능력에 대한 인지 요소이다. Control & active 

learning은 가상 환경 내부에서 사용자가 자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 경험 활동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Perceived learning은 

훈련 대상자들이 느끼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훈련

성의 정도를 말한다. Satisfaction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대상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

인지 부하(Cognitive load): 인지 부하를 측정

하기 위해서 우리는 Students’Mental Load and 

Mental Effort in Biology Education-Questionnaire 

(StuMMBe-Q)을 사용하였다[21]. 해당 설문 항

목은 인지 부하가 정신적 부하(Mental load)와 정

신적 노력(Mental effort)로 구성되어있다는 관점

에서 만들어진 설문 항목으로, 각 항목에는 여섯 가

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6. 사용자 스터디 #1

6.1 스터디 배경 및 가설 설정

우리는 제작된 실제 소방 장비 컨트롤러(Real 

tools)를 사용하는 VR 소방 훈련 시스템이 기본 VR 

컨트롤러(Standard)를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현존

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실제 장비

를 구현한 컨트롤러를 통한 훈련이 직관적인 상호작

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도구 사용법에 대

한 높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

러나 실제 장비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것은 도구의 

수와 부피 및 상황에 따른 사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든 도구를 하나의 컨트롤러로 다룰 수 있는 기본 

VR 컨트롤러에 비해서 사용자에게 더 높은 인지적 

부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Using multiple real tools will provide 

greater perceived presence than the 

default VR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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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Using multiple real tools will provide 

greater learning experience than the 

default VR controller.

∙ H3: Using multiple real tools will lead to 

greater cognitive load than the default VR 

controller.

사용자 스터디 #1에서의 대조군과 실험군은 다

음과 같다. 

∙ Standard VR(대조군): 기본 VR 컨트롤러 기

반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용자 그룹

∙ Real tool(실험군): 소방 장비 컨트롤러 기반

의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용자 그룹

대조군과 실험군은 동일한 소방 훈련 프로그램 

환경을 가지고 있다. 간단한 제자리걸음을 통해 이

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Leap-motion2) 센서를 

활용하여 실제 손 모양이 VR 화면에 나올 수 있도

록 하여, 실감성을 높였다.

기본 VR 컨트롤러 조건에서는 양손에 각각 하나

의 컨트롤러를 사용하였다(오른쪽: 도구를 조작, 왼

쪽: 손 기능). 오른쪽 컨트롤러의 grip 버튼을 눌러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왼

쪽 컨트롤러는 항상 손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

리거 버튼을 통해서 물체를 집고 놓거나, 치울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은 총 12명의 실험 참여자(평균 나이: 26.3, 

SD: 3.2) 대상으로 대학교 실험실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VR 체험 경

험 및 소방 훈련 경험의 정도를 작성하였다. 각 실

험참여자들은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1만원을 

지급 받았다.

실험에 이용한 가상현실 헤드셋은 HTC VIVE 

PRO HMD이고, Intel Core i7, RAM 16GB, 

Geforce GTX 1070가 장착된 Window 10에서 

Unity 3D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2) https://www.ultraleap.com/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위해 within-subjects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양쪽 

프로그램 모두 사용하고, 프로그램 사용 순서는 무

작위로 정해졌다. 6명은 대조군으로 먼저 진행한 

다음 실험군으로 진행하였고, 나머지 6명은 반대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전체 실험의 진행 시간은 최대 

한 시간이었다. 가상환경에 대한 참가자의 익숙함을 

방지하고자 VR 내의 구출 대상자의 위치를 무작위

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참가자들을 소방 훈련 경험 및 VR 경험을 포함

한 인적 정보를 작성한다.

∙ 참가자들은 소방 도구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구

두로 설명을 받는다.

∙ 참가자들은 약 5분간 튜토리얼을 통해서 설명

받은 소방도구의 사용법을 첫 번째 진행할 프

로그램의 조작법을 이용해 간단히 체험해본다

∙ 참가자들은 최대 15분간 첫 번째 VR 소방 훈

련 체험을 진행한다. 이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 5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 참가자들은 두 번째 

VR 소방 훈련 체험을 진행하고, 이전에 진행했

던 설문조사와 같은 설문조사를 재작성한다.

∙ 모든 설문조사가 완료된 다음, 참가자들은 인터

뷰를 통해서 양쪽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의 장

단점 및 개선 방향과 같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6.2 실험 결과

(그림 5)는 사용자 스터디 #1의 실험 결과를 보

여준다. 첫째, 현존감의 네 가지 항목들 중 G, SP, 

REAL에서는 실제 장비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 특히 G에서는 paired t-test 결과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11)=-1.91, 
p=0.04). 그러나 INV 에서는 반대로 기본 VR 컨트

롤러가 더 높게 나타났었고, 이 또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t(11)=1.87, p=0.04). 이는 인지 부하

의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고려된다. 따라서 

H1은 부분 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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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양쪽 프로그램은 모

든 항목에서 점수가 4.0 이상의 결과를 보였지만, 

검사한 네 가지의 항목 중 Satisfaction을 제외한 

나머지 Cognitive benefit, Control & active 

learning, Perceived learning에서는 실험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특히 perceived learning

에서는 paired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1)=-3.06, p=0.005). 따라서 H2는 

성립한다.

셋째, 인지 부담에 대해서는. 정신적 부하에서는 

양쪽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

시에 모두 2.5 이하의 낮은 결과 값으로 나와, 정신

적 부하 관점에서는 VR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

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신적 노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며(t(11)=-2.91, p=0.01), 전체 평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H3는 성립한다.

사용자 스터디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통해서 

실험군과 대조군 환경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으

며,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많은 참여자들(9명)로부터 실제 도구를 사용

할 때가 실제 도구의 촉감과 시각의 인지적 일

치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높은 현장감, 실재

감, 학습 효과를 가져왔다고 응답하였다.

∙ 두 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실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도구의 부피가 너무 

커서 위험하기도 하고, HMD 케이블 선과의 꼬

임 현상으로 인해 움직임에 방해가 되면서 집

중을 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그림 

4)-Presence에서의 INV 결과를 설명해준다

고 볼 수 있다.

∙ 다수의 참여자들(6명)로부터 소방 호스와 같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구현하기 어려운 장비만 

실제 도구로 만들고, 일반 컨트롤러로도 기능

적인 구현이 가능한 도구는 일반 컨트롤러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

았다. 

(그림 5) 사용자 스터디 #1 결과

인터뷰 결과, 실제 소방 도구와 기본 VR 컨트롤

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

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실제 소방 도구를 사

용할 때, 인지 부담이 높게 발생한 이유는 다양한 

장비의 사용, 운반, 교체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실제 도구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면서 현

존감 및 학습 경험의 감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대한 

관점은 소방관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곧 VR 컨트롤러 양식(modality)에 따른 사

용자 경험 및 요소를 추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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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스터디 #2 

7.1 스터디 배경 및 가설 설정

우리는 소방 호스만 실제 소방 장비로 하고 나머

지 장비들은 기본 VR 컨트롤러에 통합하는 hybrid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소방 호스는 기본 VR 

컨트롤러로는 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관절 회

전이 필요하지만, 회전만이 필요한 소방도끼, 버튼 

누름만 표시하는 손전등, 그리고 남은 시간을 표시

해주는 압력게이지는 기본 VR 컨트롤러로도 그 기

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 

Hybrid 접근법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네 가지 도구의 기능적인 사용법을 현실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장비들을 사용할 때와 비교

해서 현존감과 학습 경험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사용자 스터디 #1에서 알 

수 있듯이, 도구 사용, 운반, 교체가 편한 기본 VR 

컨트롤러의 인지 부하 정도는 낮기 때문에 하나의 

실제 소방 도구를 실제 VR 컨트롤러로 만들면 이러

한 편리성이 유지된다. 이를 기반으로 hybrid 접근

법은 기본 VR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에 비해 인지 부

하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하자면, 우리는 hybrid 방식이 실제 소방 도

구과 비교 시 현존감, 학습 경험 유사할 것이며, 동

시에 사용자의 부담은 기본 VR 컨트롤러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결국 양쪽 접근 방식의 장점을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용자 스터디 #2

에서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4: The hybrid method will result in a 

similar degree of perceived presence as 

the use of real tools.

∙ H5: The hybrid method will result in a 

similar degree of learning experience as 

the use of real tools

∙ H6: The hybrid method will result in a 

similar degree of cognitive load as the use 

of the standard controllers.

실험은 총 30명의 실험 참여자(평균 나이: 24.7, 

SD: 4.0)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장소, 보상, 그리

고 사용한 장비는 사용자 스터디 #1과 일치한다. 

사용자 스터디 #2에서의 비교 그룹은 다음과 같다.

∙ Standard VR(대조군): 기본 VR 컨트롤러 기

반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용자 그룹

∙ Real tools(실험군-1): 실제 도구 기반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용자 그룹

∙ Hybrid(실험군-2): Hybrid 기반 소방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용자 그룹

사용자 스터디 #2는 between-subjects study

로 진행되었다. 이는 참여자에게 세 가지 모두 프로

그램을 진행했을 때의 신체적, 인지적 부담으로 인

해 실험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각 프

로그램 수행 시간은 15분이며, 모든 프로그램을 수

행하였을 때는 45분 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부담이 

높다). 실험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체험 프로그램에 

할당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같은 가상 환경에서 

진행된다. 정확한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참가자들을 소방 훈련 경험 및 VR 경험을 포함

한 인적 정보를 작성한다.

∙ 참가자들은 소방 도구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구

두로 설명을 받는다.

∙ 참가자들은 약 5분간 튜토리얼을 통해서 설명

받은 소방도구의 사용법을 첫 번째 진행할 프

로그램의 조작법을 이용해 간단히 체험해본다

∙ 참가자들은 최대 15분간 할당 받은 VR 시스템

을 통해 소방 훈련 체험을 진행한다. 이후 간단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7.2 실험 결과

우리는 사용자 스터디 #1과 마찬가지로 각 실험

군에 대해서 현존감, 학습 경험, 인지 부하를 측정

하였다. (그림 6)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세 그룹

의 비교이기 때문에 ANOVA 테스트를 진행하였으

며, Tukey 사후검정을 통해 그룹간 차이를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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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존감에서는 G(F(2,27)=3.16, p=0.05)와 

REAL(F(2,27)=4.87, p=0.01)에서 세 그룹 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결과, G에서는 

Standard와 Hybrid 사이에서 경계적인 유의미한

(marginally significant) 차이가 나왔다(p=0.06). 
사후검정결과, REAL에서는 Standard와 Hybrid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p=0.01). SP와 

INV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

체 평균에서는 세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다

(F(2,27)=5.38, p=0.01). 사후검정결과, Standard와 

Real tools 사이(p=0.04) 및 Standard와 Hybrid 

사이(p=0.03)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따라서 

H4는 성립한다.

둘째, 학습 경험에서는 Hybrid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Hybrid에서 3개의 도구를 standard 컨트롤러로 통

합하면서 증가하는 편리함이 현존감을 일반적으로 

높여주었고, 그로 인해 교육 학습 경험에도 긍정적

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결과는 

[25]에서의 현존감과 학습 효과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따라서 H5는 

성립한다.

셋째, 인지 부하에 대해서는 세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정신적 부하에서는 (F(2,27)=3.67, p=0.03)
이며, 사후검정결과, Standard와 Real tools사이

(p=0.10)에서는 경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Real 

tools와 Hybrid 사이(p=0.04)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정신적 노력에서는 (F(2,27)=3.10, p=0.06)
이며, 사후검정결과, Real tools와 Hybrid 사이

(p=0.055)에서 경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전체 평균에서는 세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다

(F(2,27)=5.20, p=0.01). 사후검정결과, Standard와 

Real tools 사이(p=0.04) 및 Real tools와 Hybrid 

사이(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따라서 

H6는 성립하며, 이는 Hybrid에서 가지는 인지 부

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Hybrid는 Standard와 비슷한 정도

(그림 6) 사용자 스터디 #2 결과

의 인지 부하를 보이면서, 실제 장비 프로그램인 

Real tools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현존감 및 학습 

경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논의  함의

실험 결과는 단순히 실제 장비만을 이용한 훈련

이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 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VR컨트롤러의 개발은 여러 관점 따

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

제 도구들은 개발 준비를 하는데 시간적, 금전적으

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Hybrid 방식이 실제 도구 사용 만큼의 훈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구와 일반 컨트롤러의 

적절한 조합으로 개발 비용 및 훈련 효과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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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일 효율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을 기

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 VR 컨트롤러로는 기능적 

지원이 어려운 소방호스만 실제 도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장비에는 기본 VR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hybrid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당 

방식의 다양한 조합 중 하나일 뿐, 손전등, 도끼, 호

흡기 탱크 압력 게이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실제 도

구로써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실험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서로 다른 

조합에 따라서 hybrid로 인한 사용자 경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도구 사용의 취사선

택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훈련 대상

자 등 다양한 요소를 전문가 입장에서 신중히 고려

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소방 장비는 실제 장비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물을 분사할 

때의 소방 호스의 압력이나 도끼의 실제 무게는 기

술적인 이유 및 실험 위험성의 최소화를 위해 지원

되지 않았다. 또한 실험은 비소방관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는 점에서 보완이 되어야될 필요성이 있다. 

소방 환경과 유사한 실험을 위해 현재 고도화된 장

비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실험 환경

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VR 소방 도구의 모달

리티 정도에 따른 보다 정확한 소방 훈련 경험 및 

효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VR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도

구의 사용 방안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결론

더욱 정교하고 높은 학습 경험을 위한 VR 소방 

훈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상 환경과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도구를 VR 컨트롤러로 개발하는 것

으로 이를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실제 도구들의 사용이 현존감, 학습 경험, 인지 

부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한, 실제 도구의 모달리티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

는 사용자 경험의 변화를 관측해 VR 훈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컨트롤러 구현 정도에 대해서 탐색하

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 42명의 피실험자

를 대상으로 2번의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여 일반 

컨트롤러, 실제 도구, 그리고 hybrid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hybrid 방식이 실제 

도구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존감 및 학습 경

험을 나타냈고, 일반 컨트롤러와 비슷한 수준의 인

지 부하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실제 소방 도구를 VR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더 높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실제 개발할 장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이후 

다수의 도구를 사용하는 VR 훈련을 개발하고자 하

는 연구자들에게 도구 개발의 양식, 즉 모달리티 정

도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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