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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expansion of express railway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ailway industry, educa-

tional training for employees working in the rail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imulation devices such as FTS and PTS can be used to supplement the main training courses 

for both students majoring railway and employees in the field. VR seems to provide valuable 

training experiences that present knowledge and techniques necessary for a variety of railway 

driving conditions. These devices are the relevant supplement to the daily hands-on experience

for students and employe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VR simulators can be

supplement devices for FTS and PTS used in the railway academy. Thus, three major hypo-

theses were derived. Then the factor analysis was adopted to produce significant factors that 

can be utilized in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reveal that VR simulator turn out to 

be effective supplement of providing educational simul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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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수한 철도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철도 관련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철도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철도 실무 교육의 중심이 되는 FTS와 PTS 같은 시뮬

레이션 기기는 교육 인력 수요에 비례하여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근 다양한 신기술로 

무장한 VR이 현재 철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FTS와 PTS 같은 시뮬레이션 기기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물리적 

기반의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VR을 통한 가상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 교육 방

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R을 통한 교육훈련이 FTS와 PTS 같은 시뮬레이션 기기에 

의한 교육과 비교하여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설

문조사를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하여 회

귀분석의 독립변수를 찾아내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설 검증 결과 VR이 

FTS와 PTS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주요어: 파트 타입 시뮬레이터, 풀 타입 시뮬레이터, 철도 교육, 철도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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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철도는 1899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철도망으로써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해 왔다. 1974년 첫 지하철 개통 후 현재 전국 도시에 20여 개가 넘는 도시철도가 개통되어 대중

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성과 정시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대량 수송능

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기동차’는 배기가 적어 대기 질 개선 효과도 크다.

KTX를 비롯한 도시철도가 철도가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철도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 등에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된 우

수한 철도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국의 각 대학교와 서울 교통공

사, 부산교통공사 등에서 철도전문 인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 기관(아카데미)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 교육의 중심은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목표를 

두고 있다.

기관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 ‘철도 운전업무 종사자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면허 교육생 선발 시험 합격’→

‘면허 교육 진행 및 수료’→‘필기시험 접수 및 합격’→‘기능 시험 접수 및 합격’→‘면허증 수령’의 단계를 거친다. 필

기시험의 경우 그간 쌓아온 철도 관련 지식을 시험 문제를 통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라면, 기능 시험은 실제 열차로 정

해진 구간을 운행하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비상상황 조치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응시생을 위해 실제 열차의 시험운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

한 숙련되지 않은 응시생의 경우 사고가 빈번하게 생길 수 있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 교육 및 기능 시험의 경우 실제 열차의 운전실을 모방한 시뮬레이터에서 비상상황, 사고 

발생 조치 등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시뮬레이터는 기본 기능만 탑재한 PTS(Part Type 

Simulator: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와 FTS(Full Type Simulator: 전 기능 모의운전연습기)가 있다. 교육기관의 

규정상 FTS는 1대 이상, PTS는 최소 5대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학의 현실을 살펴보면 재정상 

규정에 맞는 모의운전연습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Table 1은 현재 PTS와 FTS 등 모의운전연습기를 보유

하고 있는 교육 기관과 수량을 정리해 놓은 표로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인원에 비하여 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운전연습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파견이나 실습의 형태로 장비를 보유한 교육기

관이나 대학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Table 1. Practical simulator operational status

Operating agency
Simulator & CAI

PTS FTS CAI

Seoul metro 10 3 60
Korail 15 3 40

HUmetro 5 1 40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8 2 45
Woosong university 10 2 60

Dongyang university 5 1 40

Songwon university 5 1 32
Seoul tech 5 1 40

Kyungil university 5 1 30

Kyungbuk college 5 1 40

본 연구에서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시뮬레이션 교육의 현황을 살펴

보는 한편 이제까지 시행 되 왔던 물리적 환경에서 VR 환경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VR을 통한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의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생, VR 콘텐츠 개발자, 철도 관련 학과 교수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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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 측정 도구의 활용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변수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가설을 바탕으로 모의운전연습기를 보유하지 못

한 교육기관이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도 VR 환경을 활용하여 대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언

하였다.

선행연구

철도 교육용 시뮬레이션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앞서 선행 연구조사를 통해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았으나 모의운전

연습기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었다. 철도 및 교통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는 주로 열차의 성능, 경제 주행, 운행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Hwang(1998)은 고속철도 차량의 경제 주행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지하철 및 철도 시스템에

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운행을 통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리고 Kang et al.(2009)은 교통 시뮬레이션과 공간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실시간 소음 시뮬레이션 통합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교통 소음예측을 위하여 실시간 소음 시뮬레이션 통하여 소음 저감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Noh(2020)는 시뮬레이션 기반 철도 선로용량의 최적 활용 범위 설정에서 열차 시간표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열차 당 평균 대기시간과 최대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시간 함수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철도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실제 체험하고 조작하는 형식이 아닌 이론적 설

계와 수식을 통하여 예측 값을 검증하는 형태의 시뮬레이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의 경우 철도 관련보다는 비행 시뮬레이션이나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Yoo et al.(2009)은 블랙아웃과 레드아웃을 적용한 비행 시뮬레이션에서 연구를 통해 기존 비행 시뮬레이션의 비

행기 조종에 관련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제어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생리적 현상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리고 Bae et al.(2015)의 가상현실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의 사용자 경험과 운전 태도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3D 

가상현실에서의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과 일반 모니터를 사용한 비디오 게임의 환경에서 실재감, 몰입, 각성의 사용자 

경험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 실험을 통해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의 기능적 효과 측면에서 기능성 효과

인 운전태도와 게임성 효과인 정서적 즐거움 그리고 복합적인 효과인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Bae et al.(2015) 가상현실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의 사용자 경험과 운전 태도에 대한 실험연구는 본 연구 진행에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할 연구이다. 위 연구는 컴퓨터 및 그래픽 운용능력의 발전으로 인하여 3D 기반의 가상현실

에서 보다 사실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가상 세계의 원활한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3D 기반의 가상현실 환경은 Figure 1과 같이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영상과 음향 그리고 동작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제2종 전기차량 기능 시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1. 준비 점검, 2. 제동 취급, 3.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4. 신호 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5. 비상시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기능 시험에서는 “MCB 회로 차단기가 트립 되었어요. 조치를 취하세요”, “화

재입니다 조치를 취하세요”, “계단 완해로 정거장에 정차하세요”와 같이 기능 시험 평가자가 수험생에게 구술 및 물

리적인 조작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험생은 이러한 조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Figure 2는 FTS의 

실제 조작 모습이고 Figure 3은 VR 핸드 트래킹(hand-tracking)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물리적 작동을 

실습하는 예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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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culus Quest 2 VR Figure 2. FTS simulator Figure 3. VR simulator

핸드 트레킹이란 HMD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용자의 손가락 위치와 모양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당 기술이 적용

되면. 실제 자신의 손으로 VR 속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가상현실 속 물리적 기계조작은 

물론 터치와 드래그 활용 등, 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VR 시뮬레이터에서 

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에 대하여 대처가 가능하며 자막 출력과 음성인식을 통하여 주어진 상항에 

맞추어 구술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Table 2는 핸드 트레킹을 지원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제원이다.

Table 2. Oculus Quest 2 specification

Processor Qualcomm Snapdragon
Display 2*1834*1920 60/72/90Hz/120Hz, Fast-switch LCD

External camera 4

Memory 64GB, 256GB
RAM 6GB

Operating system Android 10

Weight 503g
Battery 3,640mAh

Price ₩553,000

현재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에 있어서 PTS와 FTS의 최대의 문제점은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데 있다. 기기의 운영

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며, 교육 기기의 업그레이드 및 정비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3D 기반의 가상

현실과 HMD를 통하면 가격의 단가를 낮추면서도 양질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가능하며, 공간의 활용과 업그레이드 

및 기기의 관리도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출시되고 있는 VR 기기의 경우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

결선이 사용자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경우도 사라졌다.

VR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적 가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물리적 시뮬레이션의 완벽한 대체재로서의 활용이 아

닌 보조재의 역할이 크다. 기능 시험을 위해서는 철도안전 법상 410시간의 물리적 시뮬레이션 기기를 통한 필수 교

육시간을 이수해야만 하고, 실제 기능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의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필수 교

육시간을 검증이 되지 않은 VR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재정적인 문

제로 인하여 PTS와 FTS 등의 물리적 시뮬레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필수 교육시간 이외에도 

충분한 자가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서의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데 교

육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Park and Sohn(2020)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국내 동향 

연구에서도 가상현실 교육에 대한 학업성취, 학습태도, 학습의 만족도 및 수업에 대한 집중도에서 이들 매체를 활용

한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만큼 VR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물리적 시뮬

레이션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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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철도�교육�시뮬레이션�연구

1. 연구�가설

시뮬레이션이란 복잡한 문제나 사회 현상 따위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모의적

으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로서,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하는 물리적 시뮬레이션과 수학적 모델을 컴퓨터

상에서 다루는 논리적 시뮬레이션이 있다. 현재 철도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대부분 수학적 모델 기반

의 논리적 시뮬레이션이고, Figure 4와 같이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PTS와 FTS의 경우가 물리적 시뮬레이션이다.

Figure 4. Saemaeul - Ho FTS (L), PTS (R)

FTS는 교육생의 기본 운행 및 평가 목적의 훈련용 시뮬레이터로써, 실제 차량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운전실 CAB 장치, 교수 제어시스템, 선로 영상 및 영사시스템, 음향 시스템, 고장 처치 시스템 등을 갖

추고 있다. 시뮬레이션 S/W는 Windows 상에서 작동하는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3D 입체 영상은 실사 Texture 맵

핑 기술을 이용하여 실사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운전석에 설치되어 작동되는 차량 장비로는 운전대의 각종 

제어기 및 스위치류, 열차종합 정보장치, 열차무선 장치, 방송시스템 및 각종 표시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교수 제어

시스템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고장 및 이례상황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수의 지시 또는 임의로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하여 이례 및 돌발 상황을 구현하고 교육생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

며,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녹화되어 분석 평가 시에 활용된다.

PTS는 FTS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FTS의 대부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열차의 기동, 입출고, 신호, 각종 계기

류 및 스위치에 대한 운전실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훈련 상황은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자료

로 확보되며, 확보된 자료는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운전석은 실제 전동차의 운전석과 유사한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운전석에 취부되는 TCMS DU, ATP/ATO 장치용 MMI, PA/RADIO 및 계기류 등은 실제 차량과 유사한 제

품으로 대체하여 구성되어 있다. 기본 구성은 운전실(운전 제어대), 선로 영상시스템, 음향 시스템, 고장 처치 시스

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TS를 통하여 일반 운전 연습 취급기능과 고장 처치 및 이례사항 적응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CAI 시스템은 교수에 의한 전달 교육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E-Leaning에 의한 Self-Study 기능 교육시스템이

다. 모든 교육 과정 및 결과는 서버 시스템에 의하여 교수가 관리하며, 애니메이션 및 가상 동작은 실제 동작 조건과 

유사한 화면 동작으로 구현되어 있다. CAI 주요 콘텐츠 내용은 제2종 전기차량 필기 및 기능 시험 출제기준에 따라 

철도안전 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기초 전기이론, 운전 이론 일반, 전기동차 구조와 기능, 차량 고장 시 조치, 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조치, 역대 주요 사고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물리적 환경에서 시행되었던 철도 교육을 3D VR 환경으로 치환하여 교육하는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VR 이란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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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1970년 중반에 비디오 플레이스(Videoplace) 개념을 창안한 크루거(Myron Krueger) 박사

에 의해 처음으로 탄생되었는데, 인공 현실(Artificial Reality) 또는 인조 두뇌 공간이라고도 한다. 가상현실에서는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작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선

택으로 3차원의 가상공간에서 이동과 사물의 작동 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점은 PTS와 FTS의 물

리적 공간을 가상 세계에서 구현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철도 시뮬레이션의 VR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VR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4명, 현 철

도경영과 교수 2명, 철도경영과 학생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인터

뷰와 E-Mail 인터뷰 및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층 인터뷰 대상

Ⓐ 이＊＊, 권＊＊, NC소프트, E-Mail 인터뷰 및 인터넷 메신저 / 김＊＊, 안＊＊, 스마일게이트, 대면 인터뷰

ⓑ 서＊＊, 원＊＊, 철도경영과 교수, 대면 인터뷰

ⓒ 김＊＊, 박＊＊, 김＊＊, 조＊＊, 철도경영과 학생, E-Mail 인터뷰 및 인터넷 메신저

2) 심층 인터뷰 질문 A그룹

① VR 시뮬레이션의 교육 환경 구축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실현이 가능한가?

② VR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물리적 조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③ 1시간 이상 HMD 착용을 해도 부작용은 없는가?

④ 음성 인식과 자막의 출력은 가능한가?

⑤ 가상 시뮬레이터의 내부와 외부의 동시 구현이 가능한가?

3) 심층 인터뷰 질문 B, C그룹

① FTS, PTS를 통한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② FTS, PTS를 통한 교육 시간은 충분한가?

③ VR 콘텐츠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④ VR 시뮬레이터를 통한 교육으로 충분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⑤ VR 시뮬레이터의 활용은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위와 같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A그룹의 경우 철도 VR 시뮬레이션의 구현은 현재의 기술과 하드웨어로 가

능하다 답변하였다. 또한 물리적 조작은 핸드 트래킹을 이용하여 구현이 가능하며 음성인식과 자막의 출력, 시뮬레

이터의 내부 및 외부 재현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안정성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교육용 철도 VR 시

뮬레이션의 구현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 C그룹의 인터뷰 결과 현재 FTS, PTS를 통한 교육의 최대 문제점으로 부족한 기기의 수량을 먼저 꼽았다. 기기

를 보유하지 못한 학교는 파견교육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장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같이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터뷰 대상 중 VR 콘텐츠를 체험해보지 못한 경우

는 없었으며 응답자들은 VR 콘텐츠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VR 시뮬레이터가 보급되면 정규 교육 이

외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자가 학습이 가능한 면에서 충분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

믹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이 잦은 시기에 장소에 구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VR을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현재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 세 가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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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가설 1. VR 환경은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2. 편의성은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3. 비대면 교육은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설을 세웠다. 이제껏 물리적 환경에서 많은 비용과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했으나, VR 환경에서의 교육은 실제 체험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가상현실 안

에서 사용자가 시각적, 청각적, 물리적으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또

한, 고정형 장치가 아니기에 PC 또는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장소의 구분이 없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

며 장시간 교육도 가능하다. 현재 시뮬레이션 기기와 분리되어 교육되고 있는 CAI 시스템 또한 소프트웨어에 탑재

가 가능하며 이러한 장점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비대면 교육이나 원격 강의에 있어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VR 환경에 대한 안정성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Seok et al.(2019)의 가상현실(VR) 기기에 대한 광 생물학적 안정

성 평가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VR 기기들을 대상으로 IEC 62471 표준에 근간하여 광 생물학적 안전

성을 시험한 결과 청색광의 위해 수준은 Exempt 즉, 면제 그룹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R 멀미(Simulator Sickness)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HMD 착용으로 인한 VR 멀미의 원인은 사

람의 시각과 전정감각(직진, 회전 운동의 가속도에 대한 감각)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VR 콘텐츠가 만든 

가상환경은 실제와 경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감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전자

통신연구원(ETRI)은 VR 멀미 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 학습 엔진 ‘VR 

휴먼팩터 기반 VR 멀미 분석 및 모니터링 도구’는 사용자로부터 생체신호 정보를 얻고,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VR 

멀미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개인별 VR 멀미 유발 유형을 바이오마커(Bio-Marker,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패턴 관찰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또 다른 기술인 ‘VR 휴

먼팩터 기반 모션 데이터 편집 도구’는 VR 영상과 사용자 행동 간 정보량 차이를 엔트로피로 해석, 활용하여 콘텐츠

를 자동 조정하거나 편집하여 멀미를 저감 시키는 기술이다. 이미 2019년부터 국내외 시장에 서비스 중에 있으며 레

벨 1-5 까지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VR 시뮬레이션 교육이 가능

하다. 그 외에 VR 기기 작동 중 물리적인 충돌에 의한 부상이나 기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케이스 등도 보급

이 되고 있다.

2. 연구�설계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VR과 HMD을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의 측정 

도구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Table 3은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총 16문항에 걸쳐 

현재 물리적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과 VR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관심도, 편의성, 접근성, 비대면 수업 및 원격 강

의의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할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분석 도구는 IBM에서 개발한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의 기법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영향을 주는 변수)가 종속변

수(영향을 받는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사하는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철도 VR 시뮬레

이션 교육이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선

택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은 사회과학적 연구와 통계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

하기에 알맞은 분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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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tilization measurement tools for VR simulation training

Factors Description 

Educational 
environment

I think simulation education is essential for obtaining a certificate.  1

I am not good at simulation training conducted by institutions or schools.  2
I think there is a shortage of educational devices provided by schools and institutions.  3

I feel uncomfortable moving long distances for simulation training.  4

VR environment I have encountered VR simulations or games.  5
I am interested in VR simulation education.  6

I think VR simulation will give real life experience.  7

I think training through VR simulation is necessary.  8
Convenience I want simulation training to be done without any place constraints.  9

I want simulation training to be done without time constraints. 10

I personally want to be given a chance to practice through simulation. 11
I want simulation training to be done through various devices 12

Non-face-to-face 
education

I want to receive simulation training even in special situations (disasters, epidemics). 13

I want to receive simulation training without visiting the training place in person. 14
I want to have enough time to practice simulation 15

I want to receive simulation training regardless of the distance from the training center. 16

VR 철도�교육�시뮬레이션�활용도�검증

1. 표본�통계

앞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2021년 01월 04일부터 2021년 01월 15일까지 Table 4와 같이 김포대학교 철

도경영과에 재학 중인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위 측정 도구와 같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과 관련된 질문 4문항, VR 시뮬레

이션 교육 환경에 대한 질문 4문항, 교육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대한 질문 4문항, 비대면 교육과 관련된 질문 4문항, 

인구 통계학적 특성 4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균 응답 시간은 5-15분 내외였으며, 설문에 불성

실하게 응답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힘든 설문 답안은 확인되지 않아 140명 모두의 답안을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남성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은 20대가 98.5%로 높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거주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88.5%를 차지했다. 거주 환경의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이 76.5%로 나타나 연령

은 20대 남성, 수도권 거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응답자들이 표본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Configuration ratio (%)

Gender Man 112 80.0

Woman 28 20.0
Age 20s 138 98.5

30s 2 1.5

Area The metropolitan area 124 88.5
Non-capital area 16 11.5

Residential 
environment

Living with family 107 76.5

Single generation 43 23.5

2. 요인�분석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5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채택하

여 실시하였고, 측정변수는 크기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전 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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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tilization measurement tools for VR simulation training

Factors Object Factorn loding Eigen-value Variance Commonality

Educational 
environment

Q3 .854 3.918 24.485 .913

Q1 .810 .860
Q2 .754 .896

Q4 .752 .932

VR environment Q6 .787 3.629 22.682 .917
Q5 .768 .931

Q8 .736 .890

Q7 .709 .862
Convenience Q11 .835 3.612 22.575 .891

Q10 .832 .871

Q9 .776 .852
Q12 .742 .865

Non-face-to-face 
education

Q14 .703 2.982 18.637 .903

Q13 .691 .857
Q15 .682 .803

Q16 .677 .997

Kaiser-Meyer-Olkin .908
Bartlett’s unit matrix test Chi-square 3,131.577

Degree of freedom 120

Level of significance .000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 값(Eigen-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 측정도구의 항목에서 교육 환경 4문항, VR 환경 4문항, 편의성 4문항, 비대

면 교육 4문항 모두 요인 적재치가 0.6 이상으로 제거된 문항 없이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Kaiser-Meyer-Olkin 

측도는 0.9 이상으로 변수들의 설정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과 같이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 측정도구에 사용된 각 요인의 신뢰도는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각 요인의 Alpha if Deleted 값은 Cronbach α 값보다 모두 낮 게 나타나 각 항목을 제거하면 신뢰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 측정도구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Verification of reliability of utilization measurement tools for VR simulation training

Factors Object Alpha if Deleted Crobach α

Educational environment Q3 .948 .961

Q1 .862
Q2 .913

Q4 .935

VR environment Q6 .925 .960
Q5 .923

Q8 .901

Q7 .852
Convenience Q11 .915 .934

Q10 .907

Q9 .918
Q12 .916

Non-face-to-face education Q14 .902 .938

Q13 .890
Q15 .824

Q16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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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에 분석된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 측정도구의 기초 통계량에 따르면 교육 환경에서 3번 문항에 대

한 평균값이 5점 척도 기준에서 3.83%로 제일 높게 나타나 학교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기기의 수량이 충

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R 교육의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이 평균 3.15%, 편의성 및 접근성 

면에서도 기관이나 학교 외 개인적으로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이들 또한 3.61%나 되었다. 최근 강조

되고 있는 비대면 및 원격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들

이 3.44%로 높게 나타나 현재 물리적 시뮬레이션 교육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7. Basic statistics of utilization measurement tools for VR simulation training

Factors Object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alysis number

Educational environment Q1 3.83 1.144 140
Q2 3.79 1.180 140

Q3 3.76 1.085 140

Q4 3.77 1.409 140
VR environment Q5 3.15 1.409 140

Q6 3.06 1.387 140

Q7 3.27 1.377 140
Q8 2.99 1.399 140

Convenience Q9 3.61 1.070 140

Q10 3.52 1.076 140
Q11 3.50 1.141 140

Q12 3.43 1.151 140

Non-face-to-face education Q13 3.44 1.342 140
Q14 3.54 1.178 140

Q15 3.87 1.222 140

Q16 3.44 1.304 140

3. 회귀�분석을�통한�가설�검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0.7-±0.9 미만은 높은 상관관계, ±0.4-±0.7 미만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 ±0.2-±0.4 미만은 낮은 상관관계, 

±0.2 미만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으로 해석된다. Table 8은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of utilization measurement tools for VR simulation edu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VR environment Convenience
Non-face-to-face 

edu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Pearson 1 .783 .684 .794

p-value .000 .000 .000
N 140 140 140 140

VR environment Pearson .783 1 .724 .816

p-value .000 .000 .000
N 140 140 140 140

Convenience Pearson .684 .724 1 726

p-value .000 .000 .000
N 140 140 140 140

Non-face-to-face 
education

Pearson .794 .816 .726 1

p-value .000 .000 .000
N 140 140 14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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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는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환경은 VR 시뮬레

이션과 0.783, 편의성 및 접근성과, 0.684, 비대면 및 원격교육 0.794의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VR 

시뮬레이션의 경우 비대면 및 원격 교육과의 상관관계가 0.81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편의성 및 접근성 

또한 비대면 및 원격교육과 0.726의 상관계수를 보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VR 환경, 편의성, 비대면 교육을 독립변수로 지정하고 교육 환

경을 종속변수로 삼아 Table 9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utilization measurement tools for VR simulation train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P-value Tolerance

Educational environment Constant .195 - 6.018 .000 -
VR environment .072 .387 4.391 .000 .298

Convenience .078 .044 .599 .550 .421

Non-face-to-face education .081 .446 5.039 .000 .296
R=.828, R2=.685, Adjusted R2=.678, p=.000, F=98.729, Durbin-Watson=1.778.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828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R2=.685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VR 환경, 편의성, 비대면 교육이 종속변수인 교육 환경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

내는 것이다. Durbin-Watson은 1.778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

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F값은 98.729, 유의 확률은 0.000(<.05)으로 회귀 모형에 적합

하다. 그리고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VR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도의 가설을 검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연구 가설 1. VR 환경은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의 경우 t값이 4.391로 ±1.96 이상이고, 유의확률(p값)이 p<0.05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 되었다.

∙ 연구 가설 2. 편의성은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의 경우 t값이 0.599로 ±1.96 이하이고, 유의확률(p값)이 p<0.05보다 높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설 2는 기각되었다.

∙ 연구 가설 3. 비대면 교육은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의 경우 t값이 5.039로 ±1.96 이상이고, 유의확률(p값)이 p<0.05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현재 물리적 기반의 시뮬레이션 운용체계에서 가상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으

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의 중심에는 현재 물리적 기반의 시뮬레이터 보급 부족 현상에 기인

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뮬레이터는 성능이 우수하고 물리적 장치의 구현이 현실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고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운용이 불가능하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철도 관련 학과들이나 교육 기관들은 

파견교육의 형태로 장거리를 이동하여 교육을 보내고 있으며 그 기간도 대다수 방학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파

견 교육을 통해 필수 교육시간을 이수해도 기능 시험을 위해서 충분한 연습을 거쳤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다. 교육 환경의 3번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5점 척도 기준에서 3.83%로 제일 높게 나타나 학교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기기의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 가능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VR 시뮬레이터를 통한 교육은 이와 같은 고충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시간과 물리적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VR을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

은 기존 물리적 기반 시뮬레이션의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본 연구 결과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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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VR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

는 철도산업에 있어서 양질의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철도 교육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현재 철도 교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핵심은 기능 교육 및 기능 시험에 있다. 이러한 교육은 현재 물리적 기반의 시

뮬레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FTS는 1대 이상, PTS는 최소 5대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규정을 지

정해 두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철도 관련 학과나 교육기관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시뮬레이터를 보유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인력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여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불편함 없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VR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터 교육 환경을 제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VR 

시뮬레이터의 구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현재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터 교육의 문제점과 VR 시뮬레이터 교육의 활용

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 세 가지를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

였다. 설문 조사는 현재 철도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재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가설 1번의 경우 VR 환경은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물리적 기반의 시뮬레이션 운용체계에서 가상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낸

다. 이러한 변화의 장점은 가상현실 기반을 통한 시뮬레이션에서 VR 기기만 제공된다면 물리적 기반의 시스템이 필

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시뮬레이션 교육에 있어서 공간, 설치비용, 유지 보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도 적어 교육기관이나 학교가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 가설 3번의 경우도 가상현실을 통한 비대면 교육 역시 철도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 환경에 있어서 교육자 또는 피교육자에게도 비대면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비대면 교육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VR 환경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진행된다면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대

두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가상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시뮬레이터에서는 체험하기 힘들

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장점들을 적극 수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인 이유로 모의운

전연습기를 보유하지 못한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도 충분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

가 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갈 수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도 교

육 시간의 손실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VR 환경의 시뮬레이션 교육

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철도 관련 정부 부서와 대학의 철도 관련 학과가 관심을 가지고 VR 환경의 시뮬레이션 교육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 측면에서 한계점은 설문조사 대상의 범위가 비교적 작고 철도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기에 VR에 익숙하지 않은 고 연령대에서의 반응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VR 교육 환경 구축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환경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현재 물리적 시뮬레이터에 탑재되어 

있는 전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과 고 연령대의 VR 시뮬레이션 적응 방안 제시가 추후 연구 과제

이다. 본 연구의 VR 시뮬레이션 관련된 한계점은 VR 시뮬레이션의 소프트웨어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교육용으

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VR 시뮬레이션의 이론과 현재의 기술 수준은 초기 단계로써 다양하

고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VR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고 본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철도 모의 운전 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VR 시뮬레이션 교육은 관 주도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제로 완벽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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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및 교육부 등)가 관심을 가지고 공공주도의 VR 시뮬레이터 개발에 대한 연구와 예산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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