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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여러 쟁점 중 하나는 산업재해 

예방이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되는 것이 산업재해이며, 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인까지도 불행을 안겨주고, 이로 인한 인력

손실은 기업의 생산성을 하락시켜 기업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에도 악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고도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산업재해를 겪어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

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과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해 왔고, 

사업장에서는 안전설비 설치와 노후 설비 교체 등 많은 투자 활동과 안전문화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여전히 

사고로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생산시설의 재해 위험요인 관리, 재해예방 시스템

·절차 구축과 인적요인 관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재해발생율과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인적요인 관리이다. 또한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은 안전보건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제정 당시부터 제31조와 제32조로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개정되고 있다. 

정부의 각 종 규제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17년에 타워크레인 충돌로 근로자 

6명 사망, 25명 부상, 조선소 폭발로 4명 사망하는 등 산업 현장의‘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대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점검한 결과 공통적으로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

일지 허위 작성, 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고 지식전달 위주의 단순 이론중심 교육 실시로 실무적용이 미흡하여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텍스트 및 영상 위주의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인지할 

수 있는 현장교육, 체험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최근 각 분야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효과성을 측정·분석하여 향후 안전보건교육의 전환 방향 및 콘텐츠 

개발 뱡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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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된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 3종과 PC 기반 VR 콘텐츠 1종 

및 AR 콘텐츠 12종을 동시 체험한 399명과 VR 콘텐츠만 체험한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VR·AR 콘텐츠가 사업장 산재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95%로 대부분의 콘텐츠 경험자들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VR·AR 콘텐츠가 기존 안전보건 자료에 비해 정보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6%로 대부분의 콘텐츠 경험자는 기존 

미디어 자료 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사되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VR·AR 교육 콘텐츠는 흥미 및 동기 유발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 교육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디바

이스 등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실제 

체험할 수 없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도 가상·증강 현실을 

통해 반복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은 기존의 텍스트 및 영상 위

주의 교육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나 시청각적 효과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개대된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고위험군인

신규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VR·AR 교육용 콘텐츠를 필수 이수로  

하는 체험 교육제도 마련, 교육 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배포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증강·가상현실 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공동의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산업 인력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엔터테인

먼트 형식의 VR·AR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VR 교육용 콘텐츠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1명만 체험할 수 있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점이 있었고, 교육 

내용에 대한 체험 전과 후의 지식 습득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으로 남는다. 시판되고 있는 HTC VIVE에 따르면 4인까지 동시 이용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나, 기술 부족으로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몇 년 이내 10~20명의 다수 

인원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고 가상현실 내에서 체험자들의 모션을 인식하며 시뮬

레이터가 없는 일정 공간에서도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런 기술발전으로 개발되는 콘텐츠에 대해 체험 전과 후의 학습 

효과 측정·분석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보 전달력, 교육생의 습득력 등을 상세 

분석하여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진행 방향과 

정책 결정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 보건교육, 현장교육, 체험교육, 가상현실,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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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여러 쟁점 중 하나는 산업

재해 예방이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되는 

것이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인까지도 불행을 안겨주며, 이로 인한 인력손실은 기업의 생산능력 저하와 생

산성을 하락시켜 기업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 영향을 

주게 된다. 

1970년대 4.85%였던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2016년 0.49%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16년 969명)이다.

2014년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1)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3배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

  

[그림 2] OECD 주요국 사고사망만인율 비교(2014년)  

[그림 3]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비교

1) 사고사망만인율 : 연간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 비율〔(사고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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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하여 

‘17.8.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1]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추진을 발표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22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7‱로 정하여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법보다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안전보건교육 제도는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보통신화 등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과 이로 인해 발생

된 문제점을 수용하기 위해 약 40회 개정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식전달 위주의 단순 이론중심

교육 실시로 현장 실무 적용이 미흡하여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접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해

기존 텍스트 및 영상 위주의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인지할 수 있는 현장

교육 및 체험중심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 산업, 기술적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이다. 이 용어는‘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대중화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은 

로봇, 생산기기 등의 물리적인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와 서로 연결되어 실시간 상호작용

하는 가상물리시스템, 즉 CPS(Cyber Physical System)2)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것

이다. 이 CPS 기술을 이루는 핵심 기술이 바로 가상(VR)·증강(AR) 현실 기술이다.

교육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명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며 가장 보수적이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분야이다.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고 받는 기본

적인 교육 체계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인구의 증가, 미디어 매체 발달 

등 시대적 요구에 따른 다변화된 분야에서 One-Way식의 고전적인 교육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교육 시스템에서 대표적으로 인류가 활용한 정보 전달 플랫

폼으로는 오랜 역사를 지닌 텍스트, 1820년대에 발명된 사진,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

기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보편·활성화 된 동영상이 있다. 이들 플랫폼은 교육 

수요 증가에 맞물려 강의식 교육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전달 

매체로 점차 발전해 왔지만, 교육 시스템 상으로는 여전히 고전적인 One-Way식

이다. 따라서 동영상 기반의 지식전달용 온라인 교육에서, 경험 위주의 VR 교육은 

2) CPS(Cyber Physical System)는 사람, 공정, 설비와 같은 물리적 조건들을 인터넷 네

트워크로 통합한 지능형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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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국 VR·AR 플랫폼 기업인 이온 리얼리티(Eon Reality)사의 최고기술책임자

(CTO)인 닐스 엔더슨(Nils Anderson)은 VR을 이용한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에 비해 

2.7배의 효과를 보이며, 3D 인터랙티브(Interactive) 교육 실시 결과 집중력이 

100% 향상 됐다[2]고 하였으며, Nature Biotechnology에 따르면 랩스터(Labster)

사의 가상 연구실 시뮬레이션 랩스터3)를 과학 교육에 활용한 경우, 랩스터만 이용

할 때는 76%,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병행해 사용했을 때는 101% 가량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기도 한다.[3] 

2. 연구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핵심

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AR)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상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살펴보고, 이를 체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의 교육 효과성을 

측정·분석하여 향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안전보건교육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체험

교육의 효과 및 VR·AR 기술에 대한 문헌 고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개념과 정의를 고찰하였다. 

‘17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50회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서 선을 보인 안전

보건공단 가상 체험형 콘텐츠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서론에서 VR·AR 기반 가상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고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문헌 고찰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과 VR·AR 적용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산업 

3) 랩스터는 BIO 기술 전공 학생 및 연구기관 대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고가의 실험 도구 

사용, 연구실 안전, 화학물질 사용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과학 주

제로 68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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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준수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현황,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가상·증강현

실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정의를 고찰 하였다. 

◯3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하여 선을 보인 가상 체험형 콘텐츠에 대해 살펴보고 개발

방법 및 활용에 따라 콘텐츠의 유형을 분류·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모바일·PC 기반 VR 콘텐츠와 AR 콘텐츠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4 제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기간 동안에 안전보건공단 

부스를 방문해 VR 및 AR 교육 콘텐츠를 체험한 399명 대상으로 6개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와 17년 9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교육장 4개소(경남, 경북, 

중부, 호남)를 방문하여 VR 콘텐츠를 체험한 230명 대상으로 8개의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조사·분석하여 체험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5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가상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고려사항, 안전보건

교육 적용 방안 등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안전보건공단 콘텐츠는 안전보건공단에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콘텐츠 기획, 개발, 설치, 적용 시점에 이르기까지 직접 주관하여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개발·적용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도를 다음 [그림 4]와 같이 정리하였다.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 고찰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태 조사 및 의식 분석

▼

안전보건공단 가상 체험형 콘텐츠 분석

▼

콘텐츠를 체험한 교육생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분석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그림 4] 연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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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산업안전보건교육

1.1. 의의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와 2012년 제정된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근로자 스스로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4] 이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하여 안전

하게 작업할 수 있는 태도를 양성하는 것이다.[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 목적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시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인식하며 올바른 작업방법·절차를 준수하고, 올바른 보호구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중 하나는 바로 안전보건교육이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정확한

목적과 체계적 방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에 적합한

방법과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6]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산업안전보건 백과사전

에서는 안전훈련과 교육 목표를 5개의 범주로 정의하였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집단

적인 권한부여와 사업장의 변화라고 하였다.[7] 여기에서 집단적인 권한부여와 사업

장의 변화란, 아래와 같이 5개의 목표에 따라 여러 형태의 산업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 현장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① 지식 목표(Information objectives, 안전보건 정보의 습득) : 훈련생들이 습득

하는 구체적인 지식. 가령 유기용제가 피부에 묻었을 때 피부와 중추신경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② 기능 목표(Skill objectives, 안전관련 작업수행 능력) : 교육 참여자가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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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을 위한 자격과 기능. 이 목표는 개인의 기술

적인 기능(가령 물건을 올바르게 들어 올리는 요령)에서 집단행동 기능(가령 사업

장의 인간공학적 재설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까지 포함할 수 있다. 권한부여 

지향 교육은 개별업무의 숙달보다 사회적 행동력을 강조한다. 

③ 태도 목표(Attitude objectives,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 : 근로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일처리 또는 훈련에 대한 반응에 간섭, 시정되

어야 할 통념들. 이 목표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새로이 발견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개인적 행동 목표(Individual behavioral objectives, 개인의 안전작업관행 채택)

: 근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근로자가 훈련 후 업무로 돌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행동 목표를 갖는 훈련 프로그램은

방독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강의실에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개인의 행동 변화 목표의 문제점은 사

업장 안전보건 개선이 개인 차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올바른 방독마스크가 제공되고, 생산 실적 압력과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만 이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사회적 행동 목표(Social action objectives, 집단적 안전보건 수호) : 개인적 

행동 목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업무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

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목표는 개인의 행동 변화보다는 근로 환경 변화를 위한 집단

적인 행동 목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훈련에서 기인하는 행동은 하나의 특정한 

위험요소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조치에서 활동적인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하거나 위험한 작업공정 재설계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같은 대규모 작업에 이른다. 

하나의 예로, 많은 사람이 허리 상해를 입는 특정한 직종을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개선을 제안하는 것은 노사협력을 통해 업무조직 방식을 변경하는 사회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ILO의 안전훈련과 교육 목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안전한 행동이 되도록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안전보건교

육의 목표는 안전행동의 습관화이다. 이러한 목표는 안전보건에 관한‘지식’습득

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안전보건에 관한‘기능’교육과 함께 안전보건을 

몸소 실천하는‘태도’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지식 습득, 기능 교육 및 태도 교육의 각각 요소는 상호 작용

함으로써 올바른 안전보건 행동을 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갖춰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8]

1.2. 교육 대상 및 시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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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제40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

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

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

은 3개월 이내에서 분

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

채용하여 최초 작업에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시의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거나 작업설비·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실시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및 

최근 개정된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을 포함한 40개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을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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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별표 8<2018.3.30>)

상기 [표 1]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도ㆍ소매 상점이나 유사 사업체 또는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 작품을 위하여 일

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말

한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인 40개 유해ㆍ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교육 시간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로 교육시간을 규정한 교육대상은

매분기 내에서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0] 

1.3.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37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과,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2], [표 3])[11]

구분 내용

정기

교육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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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별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에 제시된 교육 내용 참고

[표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제33조 제1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 제1항 관련)

1.4. 교육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12]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구분 교육 방법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 포함)

요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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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방법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

2

규정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7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 

제시된 요건 내용 참고

[표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교육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

육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진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에 [표 

4]와 같이 해당 요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2.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매년 1~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각계 저명한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기업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연구하는 회의가 열린다. 지난 2016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일명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포럼에 참

가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복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으로 정의하였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로봇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생활 방식, 업무 방식,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생산은 로봇, 

생산기기 등의 물리적인 시스템이 사이버 시스템인 소프트웨어와 서로 연결되어 실

시간 상호작용하는 가상물리시스템, 즉 CPS(Cyber Physical System)4) 기술을 

4) CPS(Cyber Physical System)는 사람, 공정, 설비와 같은 물리적 조건들을 인터넷 네

트워크로 통합한 지능형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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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할 것이다. 

가상(VR)·증강(AR) 현실 기술은 CPS 기술을 이루는 핵심 기술로서 미래의 제조

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크나큰 영향과 파급효과를 끼칠 것

으로 보인다. Google, 페이스북,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 모바일 전시회 MWC(Mobile 

World Congress) 등 다양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5)

박람회에서 정보통신의 미래를 열어 나갈 핵심 기술로 가상현실을 지목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1.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개념

가상·증강현실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아울러 부르는 말로 컴퓨터를 이용해 구축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공간 내에 시각, 청각, 촉각 등 사람의 오감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감형 콘

텐츠를 제작하여 가시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다.‘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로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환경처럼 

상호작용을 하게 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컴

퓨터를 이용하여 현실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활을 실감나게 체험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한편‘증강현실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의 한 분야로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사물의 이미지나 가상 정보를 합성해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는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을

합성하여 이질감 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은 HMD(Head Mounted Display)등과 같은 몰입형 장치를 

통해 현실세계와 단절된 콘텐츠를 체험하는 반면,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과 융합된 

콘텐츠를 제시하는 차이가 있다.[14]

2016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가상·증강현실6)을‘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을 

통해 사용자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체험하고 가상-현실세계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정의를 내렸다.[15]

5)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

6) 1968년 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이반 서덜랜드가“ Head Mounted 3차원 디스플레이”를

발표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가상현실은 프랑스 극작가인 앙토냉 아르토의 책에서 

처음 기술되었고, 증강현실은 1990년 보잉의 톰 코델이 항공기 전선 조립을 돕기 위해 

가상 이미지를 실제 화면에 중첩시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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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R(가상현실) 예

(출처: 안전보건공단) 

  
[그림 6] AR(증강현실) 예 

(출처: 안전보건공단) 

최근에는 가상현실·증강현실에서 나아가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 1994년에

토론토 대학 폴 밀그램(Paul Milgram) 교수가 현실-가상 연속성(Reality-Virtuality

continuum)을 발표하면서 개념화된 용어 이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세계

(Virtuality Environment)는 현실세계(Reality Environment)의 상대 개념이며, 

가상과 현실 사이의 모든 영역은 혼합현실(MR)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폴 밀그램(Paul Milgram)의 혼합현실 개념(출처: 안전보건공단) 

또한 가상과 현실 중 어느 쪽에 더 강조 되는지에 따라 증강가상(AV)와 증강현실

(AR)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상 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할 때 사용하는 크로마키 

기법과 같이 가상의 세계에 현실의 객체를 겹쳐 표현한 것이 증강가상(AV)이며, 

2016년 열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포켓몬 고(Pokemon GO) 게임처럼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세계에 가상 객체인 포켓몬과 몬스터 볼을 겹친 것이 증강현실(AR)이다.[16]

[그림 8]의 첫 번째, 두 번째 화면은 울산 간절곶에서 증강된 사례로 현실세계에 

가상의 캐릭터와 몬스터 볼을 겹쳐지도록 증강시킨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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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울산 간절곶에서 실행된 포켓몬 고

(출처: https://twitter.com/ulsannuri)

  
[그림 9] 증강가상(AV) 예

(출처: http://www.hcinews.com/Article)

VR·A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

(Network), 디바이스(Device)가 필요하며, VR·AR은 이들이 결합된 C-P-N-D 

생태계형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VR·AR을 사용하는 사람은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여 VR·AR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과 콘텐

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고, 디바이스는 VR·AR을 

체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기기(HMD), 안경 형태의 스마트 글라스 디스

플레이, 스마트폰 등 이동식 통신기기, 영상촬영기기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X) 등 

하드웨어를 포함한다.[17]

2.2.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시장 현황 및 전망

1995년 닌텐도(Nintendo)에서 개발한 버추얼보이(Virtual Boy)는 게임과 접목한 

최초의 VR 기기였지만, 적색 LED와 낮은 해상도(384 × 224픽셀)로 인해 멀미와 

두통을 유발해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발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비운의 기기로 알려져 있다.[18] 이처럼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1990년대에 한 차례 

붐이 일어났으나 기대치보다 더딘 기술발전으로 현실감과 몰입도가 낮고 실생활 속에서

활용 폭이 적어 대중의 관심이 숙으려 들었으나 2009년 무렵 스마트폰 보급 덕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나침반, GPS, 

자이로스코프(Gyroscope)7) 센서, 가속 센서, 근접 센서, 터치 센서 등 다양한 센서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고화질의 카메라는 가상현실·증강현실 세계를 실감나게 구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스마트 폰의 고급화, 컴퓨터 그래픽(CG) 및 5G 네트워크 속도

개선 등 전반적인 ICT 기술과 인프라의 성숙은 가상과 현실 구분이 어려워지는 본격

적인 가상현실 시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19]

IT 전문 시장조사 기관으로 잘 알려진 가트너(Gartner)는 신흥 기술의 발전 단계와 

7) 기존 가속 센서에 회전을 넣어 총 6측을 정밀하게 인식하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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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해 분야별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6년 가상현실 기술은 계몽기(Slope of 

Enlightenment)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은 환멸기(Trough of Disillusionment)에 있다. 이들은 향후 5∼10년 내 주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기술은 점차 인간 중심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기업들은 순수한 몰입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트렌드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20]

[그림 10]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6(Gartner)

(출처: https://www.gartner.com/newsroom/id/3412017)

디지캐피털(Digi-Capital), 트랙티카(Tractica), 케이제로(KZero), CCS 인사이

트(CCS Insight) 등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들은 VR·AR 관련 시장에 관해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

으며,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위치기반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의 등장으로

AR 기술이 게임, 패션, 물류, 교육,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VR 

기술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증강현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Hololens)처럼 시야가 확보되는 투과형 HMD와 시계 또는 반지 형태의 

새로운 인터랙션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가상현실보다 좀 늦게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상현실은 게임, 교육과 같은 몰입형 콘텐츠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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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은 기존 산업의 응용 분야와 융합되어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

었다.[21] [표 5][22]는 시장조사 각 기관들의 VR·AR 시장 전망을 요약한 것으로 

급성장할 시장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내용

Digi-Capital

⦁ VR·AR 매출액은 16년 40억 달러, 17년 200억 달러, 

20년 1,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

⦁ 초기에는 VR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나 중장기적으로 AR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20년 AR시장은 1,200억 

달러로 300억 달러의 VR시장의 4배 규모)

Tractica
⦁ VR 시장 규모는 14년 1억14백만 달러에서 20년 45억 달

러로 성장

Kzero

⦁ 18년 VR 게임 이용자 1억 7,000만 명，VR 게임 관련 매출 

86억 달러

   (하드웨어 50%, 소프트웨어 50%)

CCS Insight

⦁ 18년 총 2,000만대의  VR 전용 HMD 기기가 판매될 것

으로 예상하며, 같은 해 판매되는 전체 스마트폰의 약 

90%가 VR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

Markets & 

Markets

⦁ 14년 VR 시장은 16억 달러에서 20년 100억 달러의 규모

로 성장

Statista

⦁ 16년 VR 시장 규모를 38억 달러, 2018년 52억 달러 규

모로 전망

⦁ 18년 VR 이용자 1억 7,000만 명(혁신자 1,600만 명, 초

기 수용자 4,100만 명, 초기 다수자 1억 1,400만 명)

Superdata 

Research
⦁ 18년 VR 게임시장 규모 123억 달러로 전망

Trend Force
⦁ VR 관련 16년 67억 달러에서 20년 700억 달러 규모

(HW & SW)

[표 5] 주요 시장조사 기관의 VR·AR 시장 전망

대표적인 융합기술인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D·N·A 즉, Cloud & Big Data(정보처리능력 고도화로 데이터 축적·분석 강

화), Network(IoT & Mobile, 초고속 연결로 모든 기계·인간으로부터 데이터 수

집), AI(기계가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지능화하는 인공

지능) 등 첨단기술과 결합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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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 동향

VR·AR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산하 오큘러스

(Oculus), HTC 바이브(HTC VIVE),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삼성전자, 에이서 스타브리즈(Acer Starbreeze) 6개

사는 2016년 12월 비영리 조직으로 글로벌 가상현실협회(The Global Virtual 

Reality Association, 이하 GVRA)를 창립하였다. 이 협회는 책임감 있는 VR 기기 

개발 및 산업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각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축적한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며, 인적 교류를 통해 VR 분야에 대한 첨단 기술을 글로벌

VR 커뮤니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24]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온 PC, 스마트폰 등 주요 IT 제품의 발전 형태를 보면 

초기에는 IT 제품들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드

웨어 중심의 발전이 강세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상·증강현실 산업 동향도 소프

트웨어인 콘텐츠 보다는 하드웨어인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급성장 중인 주요 기업들의 HMD 제품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닌텐도 버추얼보이(Virtual Boy), 소니 HMZ-T1 등 여러 VR 디바이스가 출현하

였지만 낮은 해상도와 45。의 좁은 시야각, 영상과 콘트롤 지연 등으로 실패를 거듭

한 후 2012년 오큘러스 리프트 DK1이 등장했다. 이후 2014년 DK2를 거쳐 2016년

상반기에 최초 VR 상업제품인‘오큘러스 리프트 CV1(Oculus Rift CV1)’을 출시

하였다. 오큘러스 리프트 CV1 은 현재 PC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군 중의 선두 주자

이며 성능과 경험, 양적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 중 하나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가격과 고사양 PC가 요구되었으며, 초반 제품 수급 문제로 인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는데 고전하고 있다.[25]

[그림 11] 오큘러스 리프트 CV1(2016년)

(출처: https://docs.unrealengine.com)

[그림 12] HTC VIVE(2016년)

(출처:　https://www.engadg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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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디바이스는 구동 플랫폼에 따라 PC기반, 콘솔기반, 모바일 기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PC 기반의 VR 기기로는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VIVE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기반으로는 삼성 기어 VR과 구글 카드보드 및 데이드림이 있고, 저가

형 장비로 중국의 폭풍마경, VR BOX이 출시되었다. 특히 구글 카드보드는 가격이 

저렴하며, 본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6][26]은 주요 기업들의 대표적인 VR·AR 기기 유형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유형 기업별 대표 디바이스

VR

PC 기반 페이스북 오큘러스, HTC Vive,  

모바일 

기반

프리미엄 삼성 기어 VR, 구글 데이드림

저가
구글 카드보드, VR BOX, 북경폭풍마경과기유한

공사 폭풍마경

콘솔 기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AR

독립기기형 MS 홀로렌즈, BMW AR 글라스

모바일 기반 구글 글라스, 인텔 Recon Jet

[표 6] 주요 기업들의 VR 및 AR 기기유형과 특징

대만의 스마트폰 회사로 잘 알려진 HTC가 미국 게임 개발업체이며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Steam’으로 유명한 Valve사와 함께 VIVE를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Oculus Rift와 마찬가지로 PC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PC 기반 가상현실 

HMD이며, 헤드셋에 큐브 형태로 된 32개의 센서와 정확성이 높은 라이트하우스

(Lighthouse) 위치 추적 센서 2개를 통해 5m이내의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 행동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안정감과 몰입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HTC VIVE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게임 유통 플랫폼인 Valve와 공동 개발한 만큼 

콘텐츠 수급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게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소니(Sony)사는 플랫폼 측면

에서 선전하고 있다. 소니는 PC가 아닌 자사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이스 테

이션4의 에드온 형태의 HMD인‘플레이스테이션 VR(Playstation VR)’을 발표하

였다. 이는 PC에 비해 성능은 떨어질 수 있으나, 콘솔 게임기기를 기반으로 하여 

PC, 모바일 기반의 VR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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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ony Playstation VR

(출처: https://www.playstation.com)

[그림 14] 삼성 Gear VR

(출처: https://docs.unrealengine.com)

삼성전자의 기어 VR(Gear VR)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기기로 오큘러스와 기술협력을 맺어 HMD에 스마트 폰을 끼워 폰의 

디스플레이어로 사용한다. 갤럭시 노트5 이상의 기기만 지원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포된 VR 기기는 일명 골판지 보드로 부리고 있는

구글 카드보드(Google Cardboard)이다. 구글에서 공개한 도안대로 골판지에 어안

렌즈와 벨크로 테이프만으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DIY 디바이스다. 구글은 카드보드

외에 헤드셋, 위치 정보와 회전 관련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포함한 

데이드림(Daydream) 플랫폼도 공개하였다. 

[그림 15] 구글 카드보드

(출처: https://vr.google.com)

[그림 16] 구글 공개 도안

(출처: https://vr.google.com)

[그림 17] 구글 데이드림

(출처: https://vr.google.com)

구글 글라스(Glass)는 AR 등장을 본격적으로 알린 장비이다. 2012년 처음 선을 

보인 구글 글라스에는 카메라, 마이크,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광센서를 갖췄으며, 

날씨, 실시간 영상공유, 지도 표시, 메시징, 음성인식 등을 증강현실 형태로 제공되어

쇼핑, 운전, 관광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2015년 개발자 버전이 판매

중단된 상태로 곧 출시될 예정이다.[28]

마이크로소프트사는 AR용 HMD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Hololens)를 2015년

공개하며 증강현실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HMD 내부에 사용자의 

시선, 제스처, 주변 공간,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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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 HPU(Holographic Processing Unit)를 탑재하여 외부 컴퓨터나 콘솔이 없이 

독자적으로 증강현실 구동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개발자용 홀로렌즈는 허공에 

뜬 가상화면을 조작해 검색을 하거나 홀로스튜디오 앱을 이용하여 3D 모델 등을 

만들 수 있다.[29]  

[그림 18] MS Hololens

(출처: https://www.microsoft.com)

  
[그림 19] Hololens 활용 예

(출처: https://blogs.msdn.microsoft.com)

Magic Leap는 출시 전 홈페이지에 체육관에서 고래가 튀어나오는 영상을 게시해 

구글, 퀼컴, 알리바바 등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고, 2017년 12월에 

모습을 보였다. Magic Leap는 가상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Photonics 

Light Field 기술로 기기 단말에 탑재된 소형 프로젝터가 투명한 렌즈에 빛을 비춰 

망막에 닿는 빛의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 객체를 현실세계의 

물체처럼 구현한다. 이 기술을 통해 마치 사용자의 손바닥 위에서 자그마한 코끼리가

장난을 치고 거대한 고래가 실내 체육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영화적 현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20] Magic Leap 출시 전

(출처: https://www.engadget.com)

  
[그림 21] Photonics Light Field 기술 예

(출처: https://www.bizjourn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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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agic Leap One Creator Edition

(출처: https://www.onmsft.com)

  
[그림 23] Magic Leap One 활용 예

(출처: https://www.onmsft.com)

2.4.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정책 동향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VR·AR 산업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2월 30일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2015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 계획」에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향한 기반 마련을 시사하며,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와 실감 콘텐츠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30] 그 중 미래창조과학부8)는 2015년 5월 발표한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에서 5대 기술 중 하나로 가상현실 기술을 

꼽았으며, 2016년 5월 정부는‘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가상현실 기술 육성·

지원과 관련한「K-ICT 전략 2016」과「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 전략」안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2016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가상현실 콘

텐츠 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8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과학

기술전략회의에서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선정

하였다. 이와 같이 아래 [표 7]은 정부가 콘텐츠 개발 위주 사업 대신 R&D 과제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31]

부처명 과제명 연구 내용

산업통상

자원부

경험지식 기반 현장 

체감형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경험지식의 확장성을 갖는 몰입형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의료훈련용 가상수술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다기종 건설기계 중장비 훈련을 위한 가상

  훈련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가상 스포츠 트레이닝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8)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책과 정보

통신기술(ICT)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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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과제명 연구 내용

산업통상

자원부

실감형 e-Training 

제작을 위한 3D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개방형 SW 플랫폼 기술 개발

·철도 시뮬레이터 콘텐츠 개발

·동작인식 기반 3D 그래픽 연동 기술 개발

·경험지식 기반 철도 가상 훈련 모델링 및 DB 

구축

미래창조

과학부

가상화 기반 실감형 

창의 체험 기능성 

콘텐츠 교육 서비스 

기술 개발

·창의체험 특수효과 실감공간 구축 및 기능성 

콘텐츠 저작기술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가상화 기술 중심의 창의

체험 플랫폼 개발

·창의체험 기능성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

후각 바이오 정보 기반

감성증강 인텨렉티브 

콘텐츠 기술 개발

·후각 및 복합 센서 기반 위험 환경 인지 시스템

개발

·4D 극장용 개인화 발향장치 개발

·질병 진단 및 미세 가스 측정용 전자코 시스템

개발

문화체육

관광부

모바일 혼합현실 

체험 서비스 기술 

개발

·혼합 현실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시각 기반 자세 및 위치 측정 기술 개발

·관광 체험 서비스 발굴

·위치정보(Point of Interest, POI) 연계활용 

서비스

달/화성 지표면 탐사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우주여행 영상 모션 

플랫폼 기술 개발

·달·화성 지형성 및 극사실적인 렌더링 기술 

개발

·동역학 기반 우주인 캐릭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달·화성 미소중력 체험 모션 플랫폼 기술 개발

문화체육

관광부

이동 실감 환경 기반 

모듈형 테마파크 

콘텐츠 플랫폼 기술 

개발

·재생성이 가능한 모듈형 어트렉션 기술 및 플

랫폼 개발

·Local Game 기법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술

·다양한 움직임과 양방향 인터렉션이 가능한 

모션 플랫폼과 사용자의 반응 피드백을 실시

간으로 제어·전달하는 플랫폼 개발

·다감각(Multi-Sensory) 표현 기술

[표 7] 정부 부처별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사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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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분야별 활용 사례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이미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게임, 테마파크, 교육, 국방, 

스포츠, 의료, 유통 및 예술 분야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활용 사례를 살펴

보며 교육 분야는 체험 교육의 필요성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실제로 세계시장에서 VR·AR 기술은 콘텐츠의 비중이 높고 시각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오락·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게임, 테마파크, 

스포츠를 주축으로 국내·외 기업이 관련 콘텐츠를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다.[32]

최근 세계 최고 게임쇼로 알려진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에서도 VR 

게임 콘텐츠가 큰 화두가 되었으며,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Oculus Rift, HTC 

Vive, Sony Playstation VR, 혼합현실 게임에도 활용할 수 있는 Microsoft 

Hololens 등 많은 HMD 제조사들도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시장 점유 등을 위해 

게임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고, 가상현실 콘텐츠 저작도구로 잘 알려진 Unity도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자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33]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닌텐도의‘포켓몬 GO’는 증강현실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국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캠프VR’사의 VR 콘텐

츠인‘스페이스 워리어’는 경량화 된 백팩(Backpack) PC와 VR HMD, 총기 컨트

롤러를 착용한 4명의 유저가 한 팀이 되어 플레이하는 VR 1인칭 슈팅(FPS, 

First-Person Shooter) 게임으로, 4인 1팀으로 진행되는 협동 플레이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최대 32명까지 동시 접속하여 대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2017 VR 게임 대전 행사도 진행되

었으며, 말레이시아 유명 VR 테마파크인 히어로 센트럴파크(Hero central park)에

수출되었다.[34]  

[그림 24] VR 콘텐츠‘스페이스 워리어’

(출처: http://www.inven.co.kr)

  
[그림 25] 2017 VR 게임 대전

(출처: http://www.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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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좀비를 공격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형 VR 콘텐츠 체험 테마파크인 

제로 레이턴시(Zero Latency), 영화 고스트 바스터즈를 VR 게임으로 콘텐츠를 발

표한 보이드(VOID)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삼성전자 기어 VR도 식스플래그

(Six Flags)와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 2017에서 롤러코

스터 등 놀이기구 콘텐츠를 선을 보였다. 

[그림 26] Zero Latency

(출처: https://zerolatencyvr.com)

  
[그림 27] The Void – Ghost Busters

(출처: https://www.thevoid.com)

마케팅·유통분야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eBay는 호주 백화점 업체인 Myer와

제휴를 통해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VR 백화점을 만들어 VR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글 카드보드를 고객 15,000명에게 무료 제공하였고,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IKEA도

주방가구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림 28] eBay & Myer의 VR

(출처: https://vr.ebay.com.au)

  
[그림 29] IKEA의 VR 주방 체험

(출처: https://store.steampowered.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VR 시네마가 오픈되어 VR 영화를 상영하여 기존 영

화와 스토리텔링 기법에 변화를 가져왔다. HMD를 착용한 관람객의 위치 정보에 따라

영화 캐릭터와 눈을 맞추는 등 상호작용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360° 모든 방향을 

둘러 볼 수 있어 영화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오큘러스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인터액티브 VR 영화 ‘헨리(Henry)’, 매그노푸스 스튜디오

(Magnopus Studio)에서 오큘러스 VR 용으로 제작한 'Coco VR'는 VR의 장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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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아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구글도 유투브를 통해 약 5분 분량의 

360°VR 단편영화‘Help’를 공개했다. 

[그림 30] 인터액티브 VR 영화, Henry

(출처: https://www.oculus.com)

  
[그림 31] Google Spotlight Stories의 HELP

(출처: https://www.diorama.com)

언론계에서도 가상현실 저널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저널리즘은 

현장감을 극대화하며 마치 현장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2013년 8월 엠블메틱 그룹(Emblematic Group)의 

대표인 노니 데라페냐(Nonny de la Pena)가 발표한 VR 활용 보도물‘로스앤젤레

스에서의 굶주림(Hunger in Los Angeles)’은 미국 내 빈곤층의 참상을 시청자가

직접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하는 형식의 미니 VR 다큐멘터리이다. 또한 노니 데라

페냐는 시리아 폭탄테러를 취재해 시라아 내전 상황과 난민 캠프의 참상을 알리는 

내용으로 프로젝트 시리아(Project Syria) VR 저널리즘 콘텐츠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그림 32]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굶주림 & 체험

(출처: http://emblematicgroup.com)

  
[그림 33] 프로젝트 시리아

(출처: http://emblematicgroup.com)

VR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은 전 세계 어디든 가상의 

여행을 떠나 볼 수 있어, 여행,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용이 두드러지는 편에 

속한다. 관광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사전에 가상으로 가보는 방식으로 체험하고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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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를 둘러 볼 수 있다. 2017년 KT는 서울과 평창의 명소, 성산 일출봉, 해운대, 

보성 녹차 밭 등 주요 관광지를 VR로 체험할 수 있는‘기가 VR체험존’을 오픈하

였으며,‘더 VR’은 독도 체험과 주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독도 VR과 앱을 개발

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림 34] KT 기가 VR체험존

(출처: http://m.kocis.go.kr/koreanet)

  
[그림 35] 더 VR의 독도 VR

(출처: http://thevr.co.kr)

  

또한 이탈리아의 위더런(Widerun)은 헬스장의 사이클 운동기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산악, 유명 라이딩 코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VR 콘텐츠로 다양한 환경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자들은 마치 유명 라이딩 코스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림 36] Widerun의 사이클 주행 기구

(출처: http://www.widerun.com)

  
[그림 37] Widerun의 콘텐츠 체험 예

(출처: http://www.widerun.com)

의료 분야에서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

과에서 VR을 활용하여 대인 연설공포증, 고소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거미 

등에 대한 다양한 공포증이 있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삼성의 VR을 이용한 

Be Fearless 프로그램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인 연설 및 고소 공포증이 있는

8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결과 대중 연설과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90%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가져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삼성은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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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 유럽과 중동에서 Be Fearless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이 또한 성공

적인 결과를 얻었다.[35]

[그림 38] 삼성 Be Fearless 프로그램 예

(출처: https://news.samsung.com)

  
[그림 39] 고소공포증 치료 과정

(출처: https://news.samsung.com)

2018년 6월 프랑스 파리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는 화상 치료, 상처 봉합, 탈골, 요

도관 삽입술 등 비교적 간단하지만 통증이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 대신 헬시 마인드(Healthy Mind)의 V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36]. 2004년 발표한 미국의 Scientific American에서는“의료 전문가들은 환자

들의 통증완화 방안으로 VR을 이용한 주의분산 치료(distraction therapy)에 주목

하고 있고, 워싱턴대가 개발한 VR 영상게임‘스노월드(Snow World)’는 게임을 

결합해 환자가 상처 치료나 물리 치료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개발된 것으로 화상을 

입은 군인 대상 임상실험에서 모르핀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37]

[그림 40] Healthy Mind 메인 화면

(출처: https://healthymind.fr)

  
[그림 41] VR(Healthy Mind) 치료 환자

(출처: https://healthymin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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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cientific American

(출처: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

   
[그림 43] VR 치료 관련 기사 및 Snow World

(출처: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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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의식 분석

1.1. 2015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 3년 마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사업장이 수행하는 안전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

안전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전보건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및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생성·소멸 주기가 매우 빨라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부재로 인해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이유로 

2015년에는 목표 모집단을 50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명부를 표본틀로

했으며, 표본 크기는 5,007개(제조업 2,000개, 건설업 1,000개, 기타산업 2,007개)

였다. 제조업의 모집단은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건설이 진행 또는 완료된 현장이었으며, 기타

산업은 전국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제16

조에 따라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3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신규로 채용하여 최초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시의 교육, 다른 작업

으로 전환하거나 작업설비·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 실시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최근 사회적 이슈를 가져온 유해·위험작업으로 개정된 가연물이 있는 장소

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을 

포함한 40개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

육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표 8]과 [표 9][39]는 안전보건교육 중 산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사무직 외 근로자의 정기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표 8]와 같이, 사무직 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

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5.6%로 나타났고, 연간 평균 교육실시 시간은 23.5시간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교육 실시 비율은 제조업이 95.8%로 가장 높고, 건설업 93.0%, 

기타산업 7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연간 평균 교육실시 시간은 건설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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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시간으로 가장 길고, 제조업(24.7시간), 기타산업(20.4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제조업과 기타산업은 500인 이상(제조업 97.8%, 기타산업

(76.0%),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0억~1,000억 미만(94.6%)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제조업 95.8%, 기타산업 65.9%) 대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제조업 96.7%, 

기타산업 87.0%)의 사무직 외 근로자 교육 실시 비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95.2%)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업관계 유형별로 살펴

보면, 모든 업종에서 사외협력업체 유형의 사무직 외 근로자 교육 실시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개/%)

업종 항목 구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빈도 실시 미실시
응답

거부

연간 실시 시간

평균(시간) 표준편차

전체 5,007 85.6 13.9 0.5 23.48 22.105

제조

업

소계 2,000 95.8 4.0 0.2 24.70 19.415

규모

50~99인 1,186 95.3 4.5 0.3 24.43 18.453

100~299인 689 96.5 3.3 0.1 25.20 21.580

300~499인 80 96.3 3.8 0.0 24.38 15.314

500인 이상 45 97.8 2.2 0.0 24.50 15.171

기업

관계

모기업 1,108 95.7 4.0 0.4 24.08 17.157

원·하청업체 374 95.7 4.3 0.0 23.28 13.776

사내협력업체 237 95.8 4.2 0.0 29.27 32.565

사외협력업체 138 99.3 0.7 0.0 24.94 13.291

원‧하청업체 아님 143 93.7 6.3 0.0 25.43 23.444

재해

발생

재해 유 662 96.7 3.2 0.2 25.78 21.558

재해 무 1,297 95.8 4.0 0.2 24.23 18.296

기타 41 80.5 17.1 2.4 21.24 15.287

건설

업

소계 1,000 93.0 6.7 0.3 25.76 24.225

규모

250~500억 미만 613 92.3 7.3 0.3 25.24 22.995

500~1,000억 미만 222 94.6 5.0 0.5 24.17 12.439

1,000억 이상 165 93.3 6.7 0.0 29.87 3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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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항목 구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빈도 실시 미실시
응답

거부

연간 실시 시간

평균(시간) 표준편차

건설

업

기업

관계

모기업 704 93.2 6.4 0.4 26.13 24.491

원·하청업체 264 92.8 7.2 0.0 25.04 24.764

사내협력업체 13 92.3 7.7 0.0 23.33 7.785

사외협력업체 15 93.3 6.7 0.0 23.29 11.887

원‧하청업체 아님 4 75.0 25.0 0.0 24.00 0.000

재해

발생

재해 유 547 87.0 12.8 0.2 21.70 21.947

재해 무 1,419 65.9 33.1 1.1 19.64 24.791

기타 41 68.3 22.0 9.8 21.50 10.963

기타

산업

소계 2,007 71.7 27.3 1.0 20.36 23.690

규모

50~99인 998 69.9 29.2 0.9 20.41 21.587

100~299인 762 73.2 25.7 1.0 20.03 28.067

300~499인 122 72.1 26.2 1.6 22.11 15.223

500인 이상 125 76.0 23.2 0.8 20.29 15.893

기업

관계

모기업 1,396 70.4 28.4 1.1 19.57 24.230

원·하청업체 135 76.3 22.2 1.5 25.37 20.489

사내협력업체 54 87.0 13.0 0.0 29.13 42.465

사외협력업체 39 89.7 10.3 0.0 26.62 16.963

원‧하청업체 아님 383 70.8 28.7 0.5 19.02 17.770

재해

발생

재해 유 547 87.0 12.8 0.2 21.70 21.947

재해 무 1,419 65.9 33.1 1.1 19.64 24.791

기타 41 68.3 22.0 9.8 21.50 10.963

[표 8]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사무직 외) 실시 여부

[표 9]와 같이 사무직 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7.6%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5.5%로 가장 높고, 제조업 

95.1%, 기타산업 76.1%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제조업은 300~499인

(97.5%), 건설업은 공사금액 1,000억 이상(96.4%), 기타산업은 300~499인

(8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산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제조업 94.4%, 기타산업 71.2%) 대비 산업재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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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조업 97.1%, 기타산업 88.3%)에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95.7%)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업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기타산업은 사외협력업체 유형의 사무직 외 근로자 교육 필요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개/%)

업종 항목 구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빈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름 응답거부

전체 4,980 87.6 11.4 0.7 0.3

제조

업

소계 1,996 95.1 4.3 0.3 0.3

규모

50~99인 1,183 94.6 4.9 0.3 0.2

100~299인 688 95.8 3.6 0.3 0.3

300~499인 80 97.5 2.5 0.0 0.0

500인 이상 45 95.6 2.2 0.0 2.2

기업

관계

모기업 1,104 95.0 4.3 0.4 0.3

원·하청업체 374 94.9 4.3 0.5 0.3

사내협력업체 237 96.2 3.8 0.0 0.0

사외협력업체 138 97.8 2.2 0.0 0.0

원‧하청업체 아님 143 92.3 7.0 0.0 0.7

재해

발생

재해 유 661 97.1 2.7 0.0 0.2

재해 무 1,295 94.4 4.9 0.5 0.3

기타 40 87.5 12.5 0.0 0.0

건설

업

소계 997 95.5 4.1 0.2 0.2

규모

250~500억 미만 611 95.1 4.4 0.2 0.3

500~1,000억 미만 221 95.9 4.1 0.0 0.0

1,000억 이상 165 96.4 3.0 0.6 0.0

기업

관계

모기업 701 95.1 4.4 0.1 0.3

원·하청업체 264 96.6 3.4 0.0 0.0

사내협력업체 13 100.0 0.0 0.0 0.0

사외협력업체 15 13.3 6.7 0.0 0.0

원‧하청업체 아님 4 75.0 0.0 25.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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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항목 구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빈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름 응답거부

건설

업

재해

발생

재해 유 196 95.4 4.6 0.0 0.0

재해 무 557 95.7 3.9 0.2 0.2

기타 244 95.1 4.1 0.4 0.4

기타

산업

소계 1,987 76.1 22.2 1.4 0.4

규모

50~99인 989 75.1 23.3 1.4 0.2

100~299인 754 76.1 22.1 1.1 0.7

300~499인 120 80.0 19.2 0.8 0.0

500인 이상 124 79.8 16.9 3.2 0.0

기업

관계

모기업 1,380 74.9 23.6 1.2 0.3

원·하청업체 133 78.2 19.5 2.3 0.0

사내협력업체 54 87.0 11.1 1.9 0.0

사외협력업체 39 89.7 7.7 2.6 0.0

원‧하청업체 아님 381 76.6 21.0 1.6 0.8

재해

발생

재해 유 546 88.3 10.8 0.7 0.2

재해 무 1,404 71.2 26.8 1.6 0.4

기타 37 83.8 16.2 0.0 0.0

[표 9]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사무직 외) 필요성

1.2.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 비교

2009년과 2012년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동향조사의 

업종과 일부 규모를 포함하고 있다. 사무직 외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최근 3회의 동향조사에서 공통 표본인 업종과 근로자 50인 

이상 규모를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단 건설업의 규모 범위는 일부 상이하며, 

교육 실시 및 미실시의 %비율에는 응답 거부가 제외되었고, 2009년과 2012년의 

%비율은 일부 규모에서 추출된 것으로 정확한 측정치가 없으므로 산술적인 평균값

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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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업종 규모
빈도 실시 미실시

09년 12년 15년 09년 12년 15년 09년 12년 15년

전체 29,593 29,706 5,007 76.7 96.2 96.5 6.9 3.8 3.5

제조

업

소계 9,307 11,763 2,000 82.8 96.2 96.5 6.9 3.8 3.5

50~99인 5,203 7,138 1,186 82.3 93.4 95.3 8.5 6.5 4.5

100~299인 3,273 3,891 689 85.8 95.6 96.5 7.0 4.3 3.3

300~499인 393 404 80 79.7 95.9 96.3 8.2 4.2 3.8

500인 이상 438 330 45 83.2 100 97.8 3.7 0.0 2.2

건설

업9)

소계 5,766 5,040 1,000 95.4 96.2 93.4 1.9 2.7 6.3

250~500억 미만 4,499 3,892 613 95.0 95.0 92.3 1.1 5.0 7.3

500~1,000억 미만 837 739 222 93.9 100 94.6 3.1 0.0 5.0

1,000억 이상 430 409 165 97.3 93.6 93.3 1.4 3.2 6.7

기타

산업

소계 14,520 12,903 2,007 52.0 66.0 72.8 16.6 33.9 26.1

50~99인 7,851 8,278 998 48.9 63.2 69.9 21.9 36.4 29.2

100~299인 4,999 3,807 762 57.7 63.3 73.2 18.5 36.6 25.7

300~499인 758 454 122 51.5 71.0 72.1 13.3 29.0 26.2

500인 이상 912 364 125 49.7 66.5 76.0 12.6 33.5 23.2

[표 10]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비교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사무직 외) 

실시현황

2009년, 2012년, 2015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무직 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교육 실시율이 가장 높고, 건설업, 기타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체 변동 추이와 큰 차이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기타산

업인 경우 2015년 결과는 기존 동향조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타산업은 2013년까지 산업

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받는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을 

적용받지 않아 교육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기준으로 보면 2015년의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가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여 진다.  

                                                                          

9) 2012년과 2015년도 건설업 규모 : 120~800억 미만, 800~1,500억 미만, 1,5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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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업종 규모
빈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09년 12년 15년 09년 12년 15년 09년 12년 15년

전체 29,593 29,706 5,007 81.8 93.5 89.8 13.9 6.5 9.2

제조

업

소계 9,307 11,763 2,000 95.1 97.1 95.9 4.9 2.8 3.3

50~99인 5,203 7,138 1,186 94.6 97.7 94.6 5.3 2.3 4.9

100~299인 3,273 3,891 689 94.9 98.1 95.8 5.1 1.9 3.6

300~499인 393 404 80 95.9 93.6 97.5 4.1 6.1 2.5

500인 이상 438 330 45 94.9 99.0 95.6 5.0 0.9 2.2

건설

업

소계 5,766 5,040 1,000 98.8 98.6 98.5 1.2 1.3 3.8

250~500억 미만 4,499 3,892 613 98.3 99.2 95.1 1.7 0.7 4.4

500~1,000억 미만 837 739 222 98.0 100 95.9 2.0 0.0 4.1

1,000억 이상 430 409 165 100 96.7 96.4 0.0 3.2 3.0

기타

산업

소계 14,520 12,903 2,007 51.7 84.7 77.8 35.7 15.3 20.4

50~99인 7,851 8,278 998 50.9 83.0 75.1 37.7 16.9 23.3

100~299인 4,999 3,807 762 55.5 81.0 76.1 27.5 18.9 22.1

300~499인 758 454 122 56.9 86.7 80.0 33.7 13.3 19.2

500인 이상 912 364 125 43.5 87.9 79.8 44.0 12.0 16.9

사무직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업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의 의식 변화를 보이고 있고, 전 업종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클

수록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높고, 제조업, 기타

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안전보건교육 제도가 도입된 기타산업 업종에

서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아직 부족한 동향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발맞춰 IT 산업

발전과 인간 중심의 사회 구조 변화로 기타산업의 비중과 종사 근로자는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는 기타산업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산업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최근 언론매체 및 정부관계기관에서는 호텔 신축공사 붕괴(‘17. 1. 9, 2명사망, 2명

부상), 타워크레인 충돌(‘17. 5. 1, 6명사망, 25명부상), 조선소 폭발(‘17. 8. 20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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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산업재해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

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일지 허위 작성, 

미실시 등의 문제를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양주복선전철현장 LPG 

폭발사고(4명 사망, 10명 부상) 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합동 감독결과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작업, 밀폐공간에서 작업, 크레인 사용 

작업, CO2용접 및 산소-LPG 용단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43명에 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보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4항10)에 따라‘16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사망재해자를 관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표 12][40]와 

같이 교육·작업관리상의 원인 70.10%, 기술적 원인 29.30%, 기타 0.60% 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구분 계 광업
제조

업

건설

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총계
826

(100.0%)

0

(0.0%)

221

(26.8%)

391

(47.3%)

1

(0.1%)

13

(1.6%)

200

(24.2%)

(1) 기술적 원인

    (29.3%)
242 0 81 98 0 2 61

구조물, 기계 설비 불량 53 0 12 27 0 2 12

구조재료의 부적합 2 0 0 0 0 0 2

생산방법의 부적당 140 0 55 54 0 0 31

점검, 정비, 보존불량 42 0 14 15 0 0 13

기타 5 0 0 2 0 0 3

(2) 교육적 원인

    (7.87%)
65 0 23 21 0 0 21

안전지식의 부족 34 0 14 10 0 0 10

안전수칙의 오해 0 0 0 0 0 0 0

경험훈련의 미숙 1 0 0 0 0 0 1

작업방법 교육 불충분 17 0 4 7 0 0 6

위험 작업 교육 불충분 7 0 3 3 0 0 1

기타 6 0 2 1 0 0 3

10)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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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광업
제조

업

건설

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3) 작업관리상의 원인

    (62.2%)
514 0 116 271 1 11 115

안전관리 조직결함 0 0 0 0 0 0 0

작업수칙 미제정 74 0 21 30 0 2 21

작업준비 불충분 341 0 61 196 1 4 79

인원배치 부적당 75 0 26 40 0 2 7

작업지시 부적당 9 0 2 4 0 1 2

기타 15 0 6 1 0 2 6

(4) 분류불능 5 0 1 1 0 0 3

[표 12] 2016년 사망재해 원인분석(관리적 원인)

또한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이나 근로 손실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시간당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의식 부족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와 산업 현장 간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

보건교육11)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41]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

방의 중요한 수단이며 그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 현장

에서는 형식적 또는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식전달 위주의 단순 이론중심 

교육 실시로 직무·실무 적용이 미흡하며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식의 페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VR·AR 체험교육의 필요성

‘14. 1. 28 EBS에서 제작․방영한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 5부 말

문을 터라[42]”의 주요 내용은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G20(Group of 20) 

정상회담의 폐막회장에서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성공적으로 회담을 진행한 한국 

11) 정기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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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우선 질문 발언권을 주었으나, 한국 기자 중 어떤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 적막이 흐르자 중국 CCTV 기자(루이청강)가 일어나 영어로 자신을 소개

하고 아시아 대표로 질문하겠다며 결국 질문권을 가져간 사례를 들며 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근거로 NTL(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 출처의‘학습 피

라미드(The Learning Pyramid)[43]’를 소개하였다. 이것은 공부를 하고 24시간 

이후 인지하고 있는 비율로 수동적인 학습과 능동적인 학습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4]와 같이 피라미드의 수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13. 3. 6일자 

The Washington Post에“Why the 'learning pyramid is wrong”에서는 메모리 

검색에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더 많은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특정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내용[44]을 실고 있다. Learning Pyramid의 근거를 찾는다면 미국 시청각

교육에 공헌한 Edgar Dale이 개발한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라 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 45][45]와 같이 퍼센트 숫자가 나와 있지 않다. 이 비율은 

1967년 모빌 오일(Mobil Oil Company)의 직원이“필름과 오디오-비주얼 커뮤니

케이션”지에 기고한 것으로 어떤 연구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계속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46]  

[그림 44] The Learning Pyramid

(출처: https://www.thephuketnews.com)

   
[그림 45] Dale's Cone of 

Experience

(출처: https://slideplayer.com)

  

Edgar Dale의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는 교육생의 개념 발달과 관련 되어,

경험이 많은 교육생에게는 원추 상단의 교육 방법과 자료가 효과적이며, 개념이 부

족한 교육생에게는 원추 하단의 교육 방법과 자료가 효과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47]

교육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명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며 가장 보수적이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분야이다. 과학, 인문,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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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본적인 교육 체계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교육 수요의 증가, 미디어 매체 발달 

등 시대적 요구에 따른 다변화된 분야에서 One-Way식의 고전적인 교육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교육 시스템에서 대표적으로 인류가 활용한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는 오랜 역사를 

지닌 텍스트, 1820년대에 발명된 사진,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 기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보편·활성화 된 동영상이 있다. 이들 플랫폼은 교육 수요 증가에 맞물려

전통 교육 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전달 매체로 점차 발전해 

왔지만, 교육 시스템 상으로는 여전히 고전적인 One-Way식이다. 따라서 동영상 

기반의 지식전달용 온라인 교육에서, 경험·체험 위주의 VR 교육은 파격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48]

가상현실은 실제와 거의 근접한 직접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그 차이는‘몰입감’과

‘현장감’에 있다. VR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가상 환경을 실제처럼 

느끼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험자의 오감(시각·청각·

촉각·미각·후각) 정보를 조작하여 종합적으로 가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 결과 

체험자는 다양한 감각정보를 뇌에서 통합하여 특정 가상 환경에서도 실제로 거기에 

존재한다고 스스로 지각하게 하는 것이다. 즉, 경험, 지식, 정보 등을 전달받아 습득

하는 수동적인 메커니즘에서 스스로 정보 등을 체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습득하는 

페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셈이다.[49]

미국 VR·AR 플랫폼 기업인 이온 리얼리티(Eon Reality)사의 최고기술책임자

(CTO)인 닐스 엔더슨(Nils Anderson)은 VR을 이용한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에 비

하여 2.7배의 효과를 보이며, 3D 인터랙티브(Interactive) 교육 실시 결과 집중력이 

100% 향상 됐다[50]고 하였다. 또한 150여개의 BIO 기술 관련 학교 및 연구기관 등

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랩스터(Labster)사의 가상 연구실 시뮬레이션

랩스터(Labster)12)를 과학 교육에 활용한 경우, 랩스터만 이용할 때는 76%, 전통

적인 교육 방법과 병행해 사용했을 때는 101% 가량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례가

Nature Biotechnology(Vol 32. 2014)지에 게재되어 보고되었다.[51] 

12) 랩스터는 BIO 기술 전공 학생 및 연구기관 대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고가의 실험 도구

사용, 연구실 안전, 화학물질 사용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과학 

주제로 77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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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가상 실험실, 랩스터(출처: https://www.labster.com)

2016년 4월 일본 카도카와 그룹의 계열사인 ‘드왕고’가 설립한 N고등학교의 

입학식 장면이 화재를 모았다. 체육관, 강당 등에 입학생들이 모여 행사가 진행되는 

국내 고등학교 입학식과 대조적으로 교사와 입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VR HMD인 

삼성 기어 VR을 착용하고 식순에 따라 학교 소개를 하는 등 가상현실 입학식이 진행

되었다. Net(네트워크)을 의미하는 학교 이름 N처럼 모든 교육은 인터넷과 VR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수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학생

들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별적으로 교육 시간표를 짤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접속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영상 수업을 듣고 채팅 창을 통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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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국내 고등학교 입학식

(출처: http://www.hwanil.hs.kr)

  
[그림 48] N고등학교 2016년 입학식

(출처: https://namu.wiki)

이와 같이 인터넷과 VR·AR을 이용해 수업이 진행될 정도로 교육 분야에서 활용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이며 교육 분야에 시도된 몇 가지 활용 사례를 통해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VR·AR 관련 체험교육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2015년 9월 Google은 카드보드와 Expeditions 프로그램, 태블릿 PC 등을 활용

하여 교실을 벗어나지 않고 로마의 콜로세움 등 가상의 현장 학습을 떠날 수 있는 

구글 탐험(Google Expeditions)을 발표했다. 교사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약 100개의 

커리큘럼이 내장된  Expeditions 앱을 통해 탐험 장소를 안내하고, 학생들은 스마트 

폰을 끼운 카드보드를 통해 교사의 안내에 따라 360°카메라로 촬영된 가상현실 

속 장소를 견학한다. 키트에는 별도의 Wi-Fi에 엑세스할 필요가 없도록 라우터가 

포함되어 탐험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위치 및 시선 등을 테블릿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은 책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글, 그림, 동영상으로 유적지를

살펴보는 기존 역사 학습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림 49] Google 카드보드를 이용한 Google Expeditions 체험(출처: https://nisd.net)

  

아일랜드의 Immersive VR Education에서는 미국 NASA의 영상 기록물과 오디

오를 그대로 활용·제작한 Apollo 11 VR Experience을 출시하였다. 예전에는 

1969년 암스트롱이 달을 탐사한 역사적인 순간을 글이나 동영상 등으로 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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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VR 콘텐츠를 통해 암스트롱과 함께 Apollo 11을 타고 지구를 떠나 달에 착륙

하여 달 표면 등을 탐사할 수 있게 되었다.[53] 

  

[그림 50] Apollo 11 VR Experience(출처: https://store.steampowered.com)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증강현실 샌드 박스는 모래를 담은

상자 위에 빔 프로젝트, 동작 인식 센서 등을 결합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손의 

움직임에 즉시 반영된다. 상자 안에 있는 모래를 손으로 쌓거나 파서 특정 협곡, 산 

등을 만들거나 손으로 빔 프로젝트의 빛을 차단하여 물을 생성하면 실시간으로 지

형도가 만들어지고 지형에 따라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지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AR 교육 콘텐츠이다. 이와 같이 교육 시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쉬운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면 교육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학습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54]

  

[그림 51] AR 샌드 박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fSS7Q7RI2QQ)

Microsoft는 AR용 HMD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Hololens)를 2015년 공개

하며 시연 행사에서 Hololens를 통해 신체를 직접 해부하지 않고도 골격, 근육, 장기, 

신경 등 신체 내 특정 부위를 확대해 살펴보고 살아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

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VR을 이용해도 의학 학습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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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를 기반으로 이런 정보를 가져온다면 그 느낌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여러 명이 현실 공간에서 가상 객체를 보며 인지한 사실과 의문점

등을 메모장에 필기를 하거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좀 더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것이다.[55]

  

[그림 52] Microsoft HoloLens: Partner Spotlight with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KpKlh1-en0)

앞에서 여러 분야에 VR·AR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술들이 교육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계, 

전기, 화학, 생물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 되어 있는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현장 주변에는 여러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교육생의 연령, 학력, 경험, 지식 습득 능력, 성격 등을 고려할 경우 유해·위험

상황에 대한 전달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교육은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여 교육생들에게 흥미와 몰입감을 줄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 및 설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 정보 또는 사고 상황 재현 등으로 

VR·AR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교육도 기존 강의식의 교육방법을 탈피하고, 사실감을 극대화

하여 현장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유해성을 가상 체험방식의 교육방법으로 전환

해야 할 것이다. 

[표 13][56]은 대학, 병원, 정부, 기업체 등 기관별로 활용하는 VR·AR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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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VR·AR 활용 사례

카네기멜론 대학 도시설계

영국 폴렉스텍 컨설팅 원격 진료

알레르타 대학 재활 경험, 휠체어 경험

톨레로 대학 해부학, 신체 체험 프로그램

노르웨이 육군 전차병 훈련 VR 프로그램

일본 홈즈 VR 부동산 매물 내부 확인

BMW 자동차 수리 VR‧AR 프로그램

싱가폴 난앙 폴리텍 대학 가스 터어빈 공학 교육

코카콜라 오큘러스용 축구경기 체험

카타르 도하 2022 월드컵 가상건축 설계

LA 필하모니 필하모니 공연 중계

CNN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 중계

[표 13] VR·AR의 교육과 훈련, 체험의 공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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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보건공단 콘텐츠

1. VR(가상현실) 콘텐츠

‘17년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험형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해 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교육 

참여자에 대한 집중력과 전달력을 향상 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여 목적으로 가상 체

험형 콘텐츠(VR(4종)·AR(2종))를 개발하여 제50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선을 

보였다. 공단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유형을 소재로 모바일 

기반 콘텐츠 3종과 PC 기반 콘텐츠 1종의 VR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기반 VR 콘텐

츠는 스마트폰(갤럭시 S7)을 HMD(삼성전자 기어 VR)에 끼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 및 이동이 편리하며 별도 PC나 유선장비 연결 없이 체험할 수 있고, PC 기반 

콘텐츠는 별도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모바일 및 PC 

기반 VR 콘텐츠는 안전보건공단 홍보관(울산 소재)과 공단 안전체험교육장 5개소

(인천·김해·경산·담양·공주소재)에 근로자 체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고 있다.

1.1.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 개발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삼성 안전환경 연구소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비용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VR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제 설정 및 시나리오 구성이 기획

단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안전보건 분야는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되어 업종, 

사고 유형, 이동 경로, 주변 환경 등 콘텐츠 주제 및 시나리오 구성이 다른 분야보다 

쉽지 않다. 콘텐츠 기획 회의에서는 최근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동향을 조사하여 주제

설정에 반영하고 체험자의 흥미 유발과 몰입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 구성을

검토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통계 자료를 통해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발생형태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2017년 평균 기준으로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업장외 교통사고,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에서도 떨어짐(357명, 36%), 끼임(113명, 11%), 부딪힘(95명, 10%)이

전체 사고사망자 994명의 50% 이상을 차지함을 고려하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고 유형 중 교육의 몰입도와 VR 구성 효과가 큰 사례 중심으로 떨어짐 사고, 

크레인 사고, 로봇 사고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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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분량

떨어짐 사고 공장 상부의 철골 조립 작업 중 떨어짐 사고 체험

주제별 

3분 내외
크레인 사고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해 떨어지는 중량물에 맞는 사고 체험

로봇 사고 산업용 용접 로봇의 정비작업 중 로봇에 부딪힘 사고 체험

[표 14] 모바일 콘텐츠 개발 주제 

구분
사고사망자 수 5년 

평균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떨어짐 349 363 339 366 366 357

끼임 130 111 121 102 102 113

부딪힘 85 94 96 101 100 95

사업장외 교통사고 90 73 96 79 62 80

깔림‧뒤집힘 83 76 69 71 59 72

물체에 맞음 77 64 59 65 66 66

그밖 발생형태13) 276 211 175 185 209 211

총 합계 1,090 992 955 969 964 994

[표 15] 최근 5년간 발생형태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 학습용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는 체험자에게 체험

전에 해당 콘텐츠와 조작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위해 튜토리얼 모드와 떨어짐·

크레인·로봇 사고 체험으로 구성하였으며, 콘텐츠는 콘트롤러로 캐릭터(아바타)를 

조작하여 체험하고, 3종의 체험이 가능한 200[m] 규모의 단층 공장 Map으로 구성

하였다. 또한 인트로 부분에 체험자의 감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출근 전 가족에서의 

모습과 작업 시작 전 회사 동료들과의 인사 나레이션을 삽입하였다. VR 체험 콘텐

츠의 전체 진행도는 [그림 53]과 같으며, 체험자들에게 지식 전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체험 후 해당 사고에 관한 작업 안전수칙을 제시하였다. 

13) 그 밖의 발생형태: 무너짐, 감전, 폭발·파열, 넘어짐, 빠짐ㆍ익사, 화재, 화학물질누출·

접촉, 산소결핍, 이상온도 접촉, 동물상해, 절단·베임·찔림, 사업장내 교통사고, 분류

불능, 기타(2013년~2017년 평균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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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안전보건공단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 전체 진행도

(출처: 안전보건공단) 

현재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 3종은 삼성 갤럭시 노트5 이상의 스마트폰 사양으로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체험 방법, 조작

방법 및 단계별 상황은 [그림 54 ~ 58]과 같다. 

[그림 54] 삼성 기어 VR 조작 방법(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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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캐릭터(아바타) 콘트롤러 조작 방법(출처: 안전보건공단) 

  

[그림 56] 콘텐츠 최초 화면(출처: 안전보건공단) 

튜토리얼 화면

  

사고유형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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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공통 인트로 화면(가정)

   

사고 유형 공통 인트로 화면(회사)

상황 발생 안내 예시 1 

   

상황 발생 안내 예시 2

리모콘 이동 등 조작 안내

   

이동방향 표시 안내

[그림 57]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 주요 화면(출처: 안전보건공단) 

크레인 중량물에 맞음 사고 Ⅰ

   

크레인 중량물에 맞음 사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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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에 부딪힘 사고 Ⅰ

   

산업용 로봇에 부딪힘 사고 Ⅱ

작업발판 이동시 떨어짐 사고 Ⅰ

   

작업발판 이동시 떨어짐 사고 Ⅱ

[그림 58] 사고 유형별 콘텐츠 주요 화면(출처: 안전보건공단) 

VR 디스플레이 장치인 HMD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이 느끼는 실제 공간 감각과

시신경으로 전해지는 VR 공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인지 부조화의 결과다. 또한 낮은 해상도와 어안렌즈 주변부의 

왜곡 현상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PC 기반 콘텐츠보다 그래픽 해상도가 낮고, 이용하는 모바일의 사양 및 네트워크에 

따라 어지럼증 등을 느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체험만 가능하므로 

몰입감이라는 특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헤드 밥 효과(Head Bob)14)를 사용하는 

이유일 수 도 있다. 

인지 부조화에 의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은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이런 증상을 완화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 카메라 이동을 최소화 한다.

·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 등에 대해 잔상이 생기는 모션블러(Motion Blur)와 같은

14) 1인칭 캐릭터가 이동할 때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시선을 위아래 또는 좌우로 흔드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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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가속 또는 감속을 최소화 한다

· 1인칭 시점의 경우 걷는 동작에서 헤드 밥(Head Bob)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다.

· 화면에 고정된 물체를 배치한다. 

· 90 FPS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권장하고 일정한 FPS를 유지한다.[57]

1.2. PC 기반 VR 콘텐츠

전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사망의 약 52%를 건설업에서 점유하고 

있고, 건설업의 사망재해의 약 50% 이상이 떨어짐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 중 약 27%가 비계 설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황을 인지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업에서‘불량 비계 추방’이라는 홍보와 건설 현장 점검·감독 시 불량 비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불량 비계란 비계 상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떨어짐 재해에 취약한 비계를 말하며 소중한 근로자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가설구조물로 주요 

위험요인은 [그림 59]와 같다.  

[그림 59] 비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

(출처: https://www.kosha.or.kr)

2017년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선을 보인 

PC 기반 VR 콘텐츠는 건설 현장 가설통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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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콘텐츠는 3가지 재해(낙하, 맞음, 

떨어짐)상황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전개하였고, 단계별로 재해 

유형을 직접 체험한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대책을 제시

하여 체험교육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구분 재해 유형 내용

체험 1 중량물 낙하

건설 리프트 상승 중 운반구에 실은 자재와 작은 수공구 등을 

담아 이동하는 바스켓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직접 주시

하며 고소작업의 위험 체험

체험 2
낙하물에 

맞음 

외부 비계내에서 이동 중 상단의 작업발판 사이로 망치 

등 낙하물이 머리로 떨어져 맞음 체험

체험 3 떨어짐
위험하게 설치된 작업발판을 밟고 이동 중 발판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짐 체험

[표 16] 안전보건공단 PC 기반 VR 콘텐츠 주요 내용

PC 기반 VR 콘텐츠는 체험의 극대화를 위해 건축물을 건설하는 현장 지상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체험 이벤트가 일어나는 50[m] 높이의 외부 비계 작업현장

으로 이동하여 통로용 작업발판에서 3가지 재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을 만

들었다. 

첫 번째로 체험하는 중량물 낙하는 많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용 리

프트에 운반구 길이보다 긴 파이프를 적재할 경우 운반구 안전장치를 임의 해제하여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적재·운행하는 것을 착안하여, 불안정하게 적재된 파이

프가 반복되는 운반구의 운행 및 정지 시 진동으로 낙하하는 것과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수공구, 외장재 등을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이 부주의한 취급에 의해 외부 

비계 외측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컨셉으로 설정하였다. 체험자는 파이프, 바스켓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직접 주시하여 낙하물에 지상의 작업자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상상을 그릴 수 있도록 고소작업의 위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에 관한 대책으로 리프트 운반구보다 긴 부자재는 별도로 운반하고, 리미트 스위치

등 안전장치 해제 금지 및 외부 비계 외측에는 10[m] 이내마다 낙하방지망을 설치

해야 한다는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낙하물에 맞음 체험은 안전난간이 설치된 비계 작업발판에서 이동 중 잘못 설치된 

상단 작업발판과 비계 사이로 망치, 니퍼, 실톱 등 수공구 등이 체험자의 머리로 떨

어져 맞는 것으로 기획하였으며, 작업발판과 비계간의 틈새로 떨어지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틈새 간격이 3[c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안전대책을 주지

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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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체험인 떨어짐 이벤트는 체험자 시야 앞에 통로용 작업발판이 비계와 체결

되지 않은 상태로 장선 위에 불안하게 놓여 있고 50[m] 아래 지상이 보이도록 하여

고소에 대한 긴장감을 주고자 하였으며, 불안전하게 설치된 작업발판을 건너는 동안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작업발판 설치 시

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두 곳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견고하게 고정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VR 콘텐츠 도입부 안전장치 해제 및 긴 자재 적재

건설용 리프트에서 지상을 보는 장면

  

체험자 자세 전환 안내

진행 안내 멘트와 표시

  

잘못 설치된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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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떨어지는 작업발판

  

떨어짐 체험 후 안전대책 전환 화면

[그림 60] VR 콘텐츠 내 가상공간 주요 장면(출처: 안전보건공단) 

구분   
VR 콘텐츠 화면

재해 상황 안전 대책

중량물 

낙하

낙하물 

맞음

떨어짐

[그림 61] PC 기반 VR 콘텐츠 재해 상황 및 안전대책(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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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재해 유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체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 현장

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 비계와 작업발판을 이용해 별도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시뮬레이터 도입부에는 지상에서 50[m] 높이에 위치한 가상의 작업 장소까지 랙과 

피니언으로 운행되는 건설용 리프트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유압 리프트를 설치하

였고, 낙하물에 의해 머리를 맞는 재해 상황을 현실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안전모 내피

소재에 충격장치 2개를 부착하고, 충격장치 내에 설치한 솔레노이드를 제어하여 맞는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작업발판과 함께 떨어짐 체험의 효과를 주기 위해 설치한 것은 

바이브레이터(Vibrator)와 완충장치이다. 불안전하게 설치된 작업발판을 걸어가는 동안

흔들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 3~4회 진동을 주었고, 작업발판의 

2/3지점까지 걸어오면 작업발판이 약 10[cm] 아래로 떨어지도록 안전난간 양쪽에 스

프링을 설치하여 가상의 공간 50[m] 높이에서 지상으로 작업발판과 함께 떨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체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완충재 

및 보호가드 등을 추가 설치하였다. 

VR의 몰입장치인 HMD는 시뮬레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위치추적 장치(베이스 

스테이션)를 통해 5m 반경의 트레킹이 가능하고 체험자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HTC VIVE를 선택하였다. 리프트, 충격장치, 

바이브레이터, 완충장치 등이 가상공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체험 상황에 맞게 

상호 작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파이프 비계와 작업발판으로 구성된 시뮬레이터를 

제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기간 동안 안전보건공단 부스에 

설치하여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뮬레이터 제작 과정

  

전시된 VR 시뮬레이터

충격장치를 설치한 HMD VIVE

  

완충스프링 및 보호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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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VR 콘텐츠 홍보관

  

안전보건공단 부스를 찾은 관람객 

통로용 작업발판 이동

  

작업발판 떨어짐 체험

가상공간 장면과 낙하물 맞음 체험 

  

가상공간 장면과 떨어짐 체험 

[그림 62] PC 기반 VR 시뮬레이터(파이프 비계와 작업발판)와 체험 장면

(출처: 안전보건공단) 

2. AR(증강현실) 콘텐츠

2017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기간 동안 안전보건공단 부스에

설치하여 타워크레인과 지게차 관련 AR 콘텐츠를 선을 보였다. 사고 빈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강도가 큰 재해 기인물인 타워크레인과 지게차를 선정하여 각 기계의 

주요 구조 부분의 명칭, 위험요인 및 주요 재해사례를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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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콘텐츠가 반영된 포스터와 리플릿을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3D 입체영상으로 

각 설비가 도출되며, 모바일을 설비의 주요 구조 부분에 가져다 비추면 각 부위에 

아웃라인이 나타나고, 명칭과 위험요인 등 추가 정보가 표출되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텔레스코핑 게이지(Telescoping Gauge)에 

의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적 이슈를 가져오는 재해사례를

동영상으로 구현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게차 콘텐츠 경우 

주요 구조 부분 이외에도 엔진 및 제어장치의 내부구조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지게차 이동 중 과속 및 급선회에 따른 전복사고와 포크에 화물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높이 적재하여 이동 중 발생되는 2개의 사고사례를 3D 동영상으로 재연

하였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구  분 주 요 내 용 분 량

타워크레인

(포스터)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설명 및 설치·상승·해체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재해사례를 3D 입체영상으로 재연
5분 

내외지게차

(리플릿)

지게차 주요 구조부 설명 및 작업 시 발생 가능한 과속

선회로 인한 지게차 전복 등의 재해사례를 3D 입체영상

으로 재연

[표 17] 안전보건공단 AR 콘텐츠 주요 내용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버전으로 구현되도록 개발

하였으며, 2017년 7월 행사 이후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정보자료를 다루는 교재, OPL(One Page Lesson), 홍보용 달력 등에 

AR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수록하였다. 이 모든 AR 콘텐츠는 안전보건공단 애플

리케이션(Application)인‘위기탈출 안전보건’메뉴에 게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그림 63] 지게차 AR

(출처: 안전보건공단) 

  

[그림 64] T/C AR

(출처: 안전보건공단) 

  

[그림 65] 안전보건공단 앱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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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주요 구조 명칭 및 설명 타워크레인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지게차 재해사례 3D 영상

     

지게차 주요 구조부

AR 콘텐츠 전시 부스

  

AR 콘텐츠 체험

[그림 66]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선을 보인 안전보건공단 AR 콘텐츠 및 체험

(출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AR 콘텐츠를 체험하는 방법은 [표 18]과 같다. 

순서 내용 비고

1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다운로드
AR 콘텐츠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에서만 

작동(향후 아이폰에서도 

작동가능 하게 보완 예정)

2 Safety AR 메뉴 활성화

3 스마트 폰을 이용해 AR 콘텐츠 스캔

4 AR 콘텐츠(타워크레인 및 지게차) 표출

5 기계의 주요 구조부 명칭 및 재해사례 학습

[표 18] AR 콘텐츠 체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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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AR 콘텐츠 이륜차 AR 콘텐츠 압력용기 AR 콘텐츠

밀링머신 AR 콘텐츠 넘어짐 AR 콘텐츠 밀폐공간 AR 콘텐츠

[그림 67] AR 콘텐츠를 수록한 안전보건 OPL(출처: 안전보건공단)

미디어 자료의 AR 인식

  

AR 콘텐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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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애니매이션으로 AR 구현

  

AR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그림 68] 미디어 자료를 스캔하여 구현하는 AR 콘텐츠(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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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활용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는 인적요인, 관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원인 등 다양·복합적 원

인들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등 다양한 업종과 형태의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인증, 

검사, 역학조사 등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VR·AR 기술이 적용된 가상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은 효과적인 산업

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며,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개발한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AR) 교육 콘텐츠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동안 개최된 국제

안전보건전시회에 방문하여 체험한 부류와 안전보건공단 체험교육장 4곳을 방문하여

체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효과성을 2회 측정하고 향후 콘텐츠 개발 및 안전

보건교육 페러다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VR·AR 콘텐츠 안전보건교육 효과 측정

1.1. 국제안전보건전시회 VR·AR 콘텐츠 효과 측정

2017년 7월 3일부터 5일간 열린 제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 참여한 안전보건공단 부스를 방문해 VR 및 AR을 체험한 고객 대상으로 

[그림 68]과 같이 6개의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조사했으며, 교육 콘텐츠를 체험한 399명 대상으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그림 69] 설문지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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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과 같이 VR·AR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고 설문지에 응답한 체험자의 

직책 중 안전·보건관리자가 136명(34%)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자가 99명

(25%), 관리 감독자가 47명(12%), 경영층이 21명(5%), 기타가 96명(24%)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0] 설문지 응답자 직책

제조업 종사자가 133명(40%)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72명(21%), 기타산업 

68명(2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전기가스수도, 위생서비스, 보건복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수리업 등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218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는 5~49인 규모 회사가 74명(19%), 100~299인 규모 회사가 58명(15%)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 설문지 응답자가 종사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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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설문지 응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

문항 1) VR·AR 콘텐츠가 사업장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목별 응답자 1 3 12 140 243

전체 응답자 399 명

[표 19] VR·AR 교육 콘텐츠 효과 측정(문항 1) 

VR·AR 콘텐츠가 사업장 산재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96%로 

대부분의 콘텐츠 경험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VR·AR 콘텐츠가 산업재해 예방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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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 VR·AR 콘텐츠가 책자, 포스터, OPL 등 기존 안전보건 자료와 비교할 

때 정보전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목별 응답자 2 4 8 127 258

전체 응답자 399 명

[표 20] VR·AR 교육 콘텐츠 효과 측정(문항 2) 

VR·AR 콘텐츠가 기존 안전보건 자료에 비해 정보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6.5%로 대부분의 콘텐츠 경험자는 기존 콘텐츠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3) 이번에 전시한 VR·AR 콘텐츠 중 가장 흥미 있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전시된 VR·AR 콘텐츠 중 가장 흥미롭게 여겨진 콘텐츠는 시뮬레이터 기반 VR

(건설업)이 60.9%를 기록했으며, 이외에 모바일 기반 VR(제조업)과 AR 콘텐츠

(타워크레인, 지게차)는 각각 19.8%, 18.3%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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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모바일 VR
② 시뮬레이터 기반 

VR
③ AR 콘텐츠

항목별 응답자 79 243 73

중복 응답자 ①,②: 2  /  ②,③: 1  /  ①,②,③: 1 

전체 응답자 399 명

[표 21] VR·AR 교육 콘텐츠 효과 측정(문항 3) 

1.2. 안전보건공단 체험 교육장 VR 콘텐츠 효과 측정

2017년 9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교육장

4개소(경남, 경북, 중부, 호남)를 방문하여 모바일 기반과 PC 기반 VR 안전교육 

콘텐츠를 체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그림 73]과 같이 8개의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조사했으며, 교육 콘텐츠를 체

험한 230명 대상으로 가상현실(VR)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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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설문지 구성 내용

VR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고 설문지에 응답한 체험자의 연령대 중 30대가 75명

(32.6%)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64명(27.8%), 20대 54명(23.5%), 50세 이상 

20명(8.7%), 20대 미만 17명(7.4%)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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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설문지 응답자 연령대

안전보건공단 교육체험관에 사전 예약 방문하여 모바일 기반 VR과 시뮬레이터가

연동된 PC 기반 VR 교육 콘텐츠를 체험한 교육생의 직위 중에서 근로자가 113명

(49.1%)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리감독자 64명(27.8%), 기타 35명(15.2%),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11명(4.8%), 안전·보건관리자 7명(3.1%)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5] 설문지 응답자 직위

제조업 종사자가 81명(35.2%)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60명(26.1%), 기타 

56명(24.4%), 운수·창고·통신업 21명(9.1%), 전기·가스·상수도 12명(5.2%)

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에는 기타의 사업, 군인,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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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299인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87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0인 이상 규모 회사가 63명(27.4%), 50~99인 규모 

회사가 39명(16.9%)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6] 설문지 응답자가 종사하는 업종

[그림 77] 설문지 응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

문항 1) VR 콘텐츠를 통해 직접 경험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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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목별 응답자 0 3 12 41 174

전체 응답자 230명

[표 22] VR 교육 콘텐츠 효과 측정(문항 1)

VR 콘텐츠를 통해 직접 경험하기 힘든 사고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긍정

적인 응답을 한 체험자가 215명(93.5%)으로 대부분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항 2) VR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이 책자, 이론 교육 등 기존의 안전보건교육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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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목별 응답자 0 2 11 35 182

전체 응답자 230명

[표 23] VR 교육 콘텐츠 효과 측정(문항 2)

텍스트, 동영상을 내포한 PPT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식의 기존 교육보다 VR 콘

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체험자가 217명(94.3%)으로 대부분의 

콘텐츠 경험자는 체험 교육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는 교육 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항 3) 체험하신 VR 콘텐츠를 확대 개발·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목별 응답자 1 0 14 32 183

전체 응답자 230명

[표 24] VR 교육 콘텐츠 효과 측정(문항 3) 

VR 콘텐츠를 확대 개발·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매우 그

렇다가 183명(79.6%), 그렇다는 32명(13.9%) 순으로 응답하여 215명(92.1%)가 

VR 콘텐츠 개발·활용에 대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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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 VR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할 경우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목별 응답자 0 4 15 33 178

전체 응답자 230명

[표 25] VR 교육 콘텐츠 효과 측정(문항 4) 

VR 콘텐츠를 체험하고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체험자 211명(91.8%)은 소속 사

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시 VR 콘텐츠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선의견으로는 모바일 기반 VR 콘텐츠는 어지러움을 호소한 체험자가 13명

(5.6%)이었고, 각 체험장에 5셋트가 비치되어 수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PC 기반 VR 콘텐츠는 제조업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요구 9건과 현장과 유사함·

동료에게 추천하고 싶음 8건 등 총 17건의 콘텐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2. VR·AR 교육의 효과 및 시사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안전보건 자료를 리플릿, 핸드북, 

책자, PPT, 교재, 포스터, OPL,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여러 형태로 개발·제작하여

산업 현장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안전보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VR·AR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에

대한 체험자들의 체험 설문 결과 응답자의 96%가 가상 체험형 콘텐츠가 사업장 산업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 97%가 기존 안전보건 자료보다 정보전달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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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분야에서의 VR·AR 교육 콘텐츠는 흥미 및 동기 유발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 교육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디바

이스 등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실제 

체험할 수 없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도 가상 및 증강 현실을

통해 반복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텍스트 및 영상 위주의 교육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나 시청각적 효과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로 VR과 AR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 사

업장에 더 높은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는 기존 책자, 포스터, OPL(One Point Lesson) 형태의 교육 자료와는 다른 

간접적인 체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산재예방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강점을 나타

내었다. 

향후 교육용 콘텐츠 개발 시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시뮬레이터

기반의 VR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며 VR 및 AR 콘텐츠의 성공

적인 현장 도입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상용화 및 보급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VR·AR 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고려사항

다양한 업종과 근로자 근무환경을 고려한 세분화 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 콘텐츠를 체험함에 있어 어

지러움이나 과장된 효과 등 교육 효과를 감소시킨 기술적인 장해 요인들에 대한 극

복이 필요하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산업 현장 및 다양한 교육장에서 VR·AR 교육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상용화 및 보급 등의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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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VR·AR 기술 접목을 제시하였고, 안전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및 VR·AR의 안전보건교육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1. 안전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

산업재해 고위험군인 신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VR·AR 교육용 콘텐츠를 필수 

이수 조건으로 하는 체험 교육제도 마련과 교육 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배포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증강 및 가상현실 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산업 인력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형식의 VR·AR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2. VR·AR의 안전보건교육 적용 방안 

교육 콘텐츠는 향후 현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개발 

되어야 한다.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그래픽이나 원활한 구동이 가능한

체험기기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교육 콘텐츠에 흥미도 향상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15)적인 시나리오 구성 적용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기반으로 VR(가상현실)은 건설 현장의 사고 체험 등 체험 중심으로 근로자

에게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변화 중심 교육으로, AR(증

강현실)은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 되어야 

한다. 특히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업장에 자율적인 안전보건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콘텐츠 공유는 VR의 경우 기존 공단의 교육과정(교육원, 체험교육장 

및 지역본부 등)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AR은 공단의 안전보건

교육 시 교육생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부교재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

는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수를 지

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15) 게임이 아닌 분야에 대한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혹은 마케팅 등에 게임의 매커니즘, 

사고방식과 같은 게임의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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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안전보건공단 콘텐츠 연구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 다룬 VR 교육용 콘텐츠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1명만 체험할 수 있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점이 있었고, 교육 

내용에 대한 체험 전과 후의 지식 습득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으로 남는다. 시판되고 있는 HTC VIVE에 따르면 4인까지 동시 이용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나, 기술 부족으로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몇 년 이내 10~20명의 다수 

인원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고 가상현실 내에서 체험자들의 모션을 인식하며 시뮬

레이터가 없는 일정 공간에서도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런 기술발전으로 개발되는 콘텐츠에 대해 체험 전과 후의 학습 

효과 측정·분석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보 전달력, 교육생의 습득력 등을 상세 

분석하여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진행 방향과 

정책 결정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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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many issues that have come alo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It is an occupational 

accident that occurs unexpectedly in the course of enterprise activities. This brings 

misfortune not only to workers who have suffered an accident and their families but 

also to surrounding people, and the loss of manpower caused by this causes a 

decline in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As a result, it ultimately exerts a bad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by impeding the company's productivity .

Korea has also experienced many occupational accidents, both large and small, in 

the process of achieving high growth with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1970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actively conducted policy 

activities, inspection and guidance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has 

continued to carry out many investment activities and safety culture improvement 

activities such as installing safety equipment and replacing old facilities in the 

workplaces. Still, there is a sad reality that many workers are still being victimized 

in the occupational sites.

Activiti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can be divided into three aspects, i.e. 

management of disaster risk factors of production facilities, establishment of 

disaster prevention systems and procedures, and human factors management. Human 

factor management is the last and most effective means to minimize the occurrence 

rate of accidents and loss costs from accidents. The key strategy for this is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rticle 31 and 3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support this, have stipulated tha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workers is 

the obligation of employers and the Act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to keep up 

with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since its establishment in December 1981. 

 In spite of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regulations and measures, the 

'safety insensibility' of occupational sites still prevails with the deaths of 6 workers, 

25 injuries in a tower crane collision and 4 fatalities in the blast at the shipyard  in 

2017.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 's inspection of the workplaces where such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the 

workplace was found to have problems such as uncreated education diary and 

failure in education, regardless of the size of a company.

Therefore, in this thesis, it is recognized that in the occupational sites formal or 

fictitious education is still being carried out, and simple theoretical education based 

on knowledge transfer does not reflect the interest of employers and workers. To 

chang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mployers and workers, the paradigm of this 

kind of education should be changed, i.e. the traditional text and image-oriented 

lecture education method into the on-the-spot education and experience oriented 

education that can be recognized and participated. As part of these changes,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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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hrough 

education contents using VR (Virtual Reality) and AR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in keeping with the changing tim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 inte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content 

development tr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99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ree types of 

mobile-based VR contents, one type of PC-based VR contents and 12 types of AR 

contents develop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on 

230 people who have experienced only VR contents. As a result, 95%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were very helpful in preventing workplace accidents. 

Most content users feel that VR and AR contents help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96%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VR and AR contents are very effective 

in information transmission compared to existing safety contents.

That means most content users thought that they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existing contents.

VR and AR education contents in safety and health field have interesting and 

motivational elements, which can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trainee in education 

and provide various education opportunities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by 

using internet, mobile and digital devices. And it enables repetitive experiences 

through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without exposure to various risks of 

occupational sites that can not be experienced. It will be possible to maximize the 

effect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hrough audiovisual effects beyond the limits 

of existing text and image oriented education contents and it will be contributed to 

enhance safety consciousness of employers and worker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t 

occupational sit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nline education system for VR 

and AR education contents that must be completed by new workers of high risk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contents 

jointly with major corporations related to development of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contents and 

effectiv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network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VR and AR educational contents in various entertainment formats 

ar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safety awareness for future industrial manpower.

VR educational contents covered in this study can only be experienced by one 

person using a simulator. I fi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ime and space to meet 

the demand for experience, and I feel sorry that it is not possible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knowledge acquisition before and after the experience.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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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VIVE, which is available on the market, it is possible to use for four users at 

the same time but due to lack of technology, it has not become a reality. Within a 

few years, it is expected that virtual reality technology enables that 10 to 20 

people simultaneously experience VR contents, recognizing the motions of 

participants in a virtual reality, and capable of implementing effects in a space 

without a simulator. In the future, if we analyze the information transfer ability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he learning ability of the trainees in detail by 

measuring and analyzing the learning effect before and after the experience on the 

contents developed by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present the education 

development direction, it would be helpful in guiding the direction of health and 

safety education at the occupational sites and deciding on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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