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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육방법이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효

율적으로 전달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최근 몇 년 전부터 학교기

관의 대표인 초, 중, 고, 대학교에서의 교육방법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육군 학교기관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공간 또는 

훈련장에서 교관 주도의 수업을 해왔다. 이에 육군 학교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사령부에서는 교육방법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재의 교관주도

형 교육을 학생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을 지시했다. 육군 교육사령부

는 학생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상

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교육사령부 예하 전 

학교에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은 육군 학교교육의 교육방법 측면에

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관 및 교육생에게 큰 변화를 예

고했다.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교육방법의 변화가 교관과 교육생에

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수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상호 동료교수

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수업에 적용되기 위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교관과 교육생은‘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육군 학교교

육 맥락에서‘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의 

양상은 무엇인가? 셋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

료피드백 교육방법’에 기반한 최적의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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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OOO학교 

OO과정 교관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문제 #1은 설

문지(1차, 2차) 및 인터뷰, 연구문제 #2는 관찰 및 인터뷰, 연구문제 #3

은 형성적 연구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교관과 교육생은‘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

피드백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생

이 더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Likert 5점 척도, 교관 3.88점, 교육

생 4.23점). 교육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요인에는 훈련지도 능력 향상, 

동료의 실수를 통해 간접경험,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 몰랐던 부

분을 추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

백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의 양상에서 최적의 조 편성을 위한 고려요소

로써 편제, 가용시간, 학업성취 수준, 친밀성을 확인했다. 교육생은 동료교

수를 실시할 때 주의집중 및 요약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동료피드백을 실

시할 때는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 셋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에 기반한 교수설계모형은 기존 3단계에서 5단

계로 개선이 되었으며, 설계전략은 총 13가지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교관 

주도형 교육방법에서 학생중심의 참여형 교육방법인‘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 동료교수

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조 편성시 편

제, 가용시간, 학성성취 수준, 친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정한 평가 

및 학습에 대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료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옳은 지식과 스킬을 학습하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리 및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관을 대상으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 : 상호 동료교수법, 동료피드백, 교수설계모형, 설계전략, 육군 학교

교육

학  번 : 2012-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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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수자, 학습자,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환경 등의 구성요소가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을 하나의 체제로 볼 때, 체제의 구성요소인 

교육방법은 ‘교육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효율

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교

육공학 용어사전, 2005).

  교육방법은 중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교수자 활동 중심 교육방법, 

학습자 활동 중심 교육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교

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방법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나일주, 

2007). 교육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대표적인 학교기관인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교육방법이 교수자 중심 강의형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의 수업은 여전히 일정한 공간 또는 훈련장에서 교관 주도형 설명

식 강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육군 학교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교육사령부에서는 현재의 교육방법에 대

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의 교관주도형 교육을 학생중심의 참여형 교육

으로 전환을 지시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학생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적용

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Learning & Teaching 교육 방법’

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의미는 교육생 상호간 교관(교수자)과 교육생(학

습자) 역할을 교대하면서 실습하고 강평과 지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함으

로써 전투지휘 및 훈련지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방법이다(육군본부, 

2012). 이 개념은 교육학적으로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이하 RPT & PF)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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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육군 교육사령부(교육사, 2013)에서 제시한‘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

피드백 교육방법’은 교육사령부 예하 전 학교에서 2013년 상반기 교육부

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다. 

  상호 동료교수법이란 두 명 이상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그 집단 안에서 

동료교수자 및 동료학습자라는 구조화된 역할 활동을 모두 수행해봄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이다(Fantuzzo et al., 1989). 하나의 교육방

법으로 상호 동료교수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상호 동료교수법을 통해 동료 교수자는 자신이 획

득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서 더 많은 지식을 획

득하도록 고무되어지며 확실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동료교수자

가 동료학습자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자신의 기억에 대한 복습과 연

습의 기회가 되며, 학습내용을 구조화함으로써 기억과 이해의 증진을 수반

한다(Graesser, Person & Magliano, 1995). 동료학습자는 동료의 행동

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긍정적인 학습 성취가 가능해진다(허희옥, 우선

자, 강의성(2002). 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면서 학습하

게 되는 원리와 타인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이

해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할 모델의 학습 원리와 연관된다.  

  소집단 구성 측면에서 소집단을 주로 3~4인 이상으로 구성했던 선행연

구들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질적인 

소집단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다(노태희 등, 1999; 정문성 2002). 반면

에 구성원들의 학습능력이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이 비슷한 동

질적인 소집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박병렬, 김범기, 

2002). 이질 집단의 하위 학생들은 상위 학생들의 풍부한 사전 지식과 학

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김경순, 왕혜남, 노태희, 2007).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군대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전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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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새로운 교육방법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방법으로 동료피드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료피드백은 학습자들이 피드백의 주체가 되어 다른 동료가 실시한 행동을 

보고 준거 또는 본인의 관점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를 행동 수행한 동료에

게 주는 활동이며(Topping, 1998),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시키고자 하

는 일종의 ‘코칭’(coaching)의 기능을 한다(Jonassen, 1991). 즉, 동

료가 수행한 과제 또는 행동에 대해 잘된 사항과 잘 못된 사항에 대해 코

멘트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피드백은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과제 수행시 혼자 힘으로 얻지 못하는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Hmelo, Guzadail & Turns, 1998).

  또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글에 대한 반성적 사고

력이 증대되고, 동료의 글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인지과정을 경험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Cho & Cho, 2011; Cho & 

MarArthur, 2011; Topping, 1998). 마지막으로 동료를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인지적 활동을 독려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향상된 학습 성취를 낳게 한다(Parr & Townsend, 

2002). 즉, 동료피드백은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받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 교육 맥락에서 

보았을 때 동료피드백은 동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전

우애를 느끼게 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학습함으로써 군에서 중요시하는 

팀워크(teamwork)도 깨달을 수 있다.   

  새로운 교육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학습자들은 교수자에게 배운 학습내용

을 단순히 기억하기보다는 스스로 학습한 정보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 보고 

변형시켜 교육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하고 이를 표상했다. 또한 다

른 학습자들과 자신이 이해한 바를 피드백의 형태로 공유함으로써 집단지

성을 발휘하여 창조적인 지식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그간의 교

육방법들은 축적된 지식을 학습자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하는 데에 많

은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과 아울러 스스로 만들어 내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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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데에 비중을 둔 교육방법이다. 이런 교육방법이 육군 학교교육 맥

락의 특수성에서 적용했을 때 교관과 교육생에게 어떤 인식과 양상이 나타

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란 ‘효과적인 학습과 교육을 위한 다양

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수업을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형

태의 지식’(임철일, 2012), 또는 ‘교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

한 교수활동을 처방해 주도록 인도하는 지식체계 이기 때문에 교수의 질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문분야’(나일주, 2010)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교수설계는 학습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학습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활동의 집합체로써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

황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설계는 학교 기관에서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Clark & Dunn, 1991)을 수행하며, 잘못된 수

업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Driscoll, 1989). 

따라서 학교기관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또는 잘 못 적용되고 있는 

교수전략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에게 교수설계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설계 이론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특정의 수업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수설계전략과 방법 등을 구조화하여 제시한 것을 교수설계모형

(instructional design model)이라고 한다(임철일, 2012). 또한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설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몇 개의 중요한 단위로 나누

어 단계별 작업 내용과 방법을 포함한다(정인성, 나일주, 1989; 2004). 

즉, 교수설계모형은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알기 쉽게 구조화되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을 준다. 

  교수설계모형의 효과성으로 인해 학교교육과 기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다양한 교수설계모형이 사용 및 개발되고 있지만 육군 학교교

육의 맥락 또는 특수성을 고려한 교수설계모형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 학교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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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기반한 교수설계모형은 교수자들에게 매력 있는 교수전략을 제시하

고 있지 못한고 있다(육군본부, 2012). 

  본 연구의 마지막은 육군 교관들의 교수설계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교관들이 현장 적용할 수 있는 실질

적인 교수설계모형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동시에 그러한 모형은 교관들의 

실제 교수설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

대로 개발해야한다는 논지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

육방법’교수설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사용되

고 있는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교수설계모형을 분석

하고 현장의 수행문제를 분석하여 교육적 설계전략을 도출하고 전문가 타

당화를 거친 후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한다. 이것은 형성적 연구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최종으로 개발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이 갖는 

장점은 처방성과 체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육군 교육훈련의 혁신(육

군본부, 2013) 보고 자료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관 주도의 일방적인 설명

식 강의법과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결여된 것에 처방을 내

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활동들을 단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체계

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교수설계모형은 교수기술이 부

족한 교관들에게 교수설계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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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교관과 교육생은 RPT & PF를 적용한 수

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RPT & PF를 적용한 수업의 양상과 이해

는 무엇인가?

셋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RPT & PF의 교육방법에 기반한 최적의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상호 동료교수법

       교수자에게 배운 내용 또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소집단내에서 다른 동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역할과 

다른 동료가 가르칠 때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 

한 명이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을 둘 다 해봄으로써 학습하

는 교육방법이다.

  나. 동료피드백

       동료 학습자가 수행한 과제 또는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다. 즉, 같이 학습을 하는 동

료가 동료의 수행을 보고 잘된 사항과 잘 못된 사항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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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수설계모형

       교수설계모형이란 교수설계이론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특

정의 수업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수설계전략과 방법 등을 구조화

하여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임철일, 2012). 즉, 교수설계활동의 이해

를 도와주면서, 설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자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써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구조화하여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알

아보기 쉽게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 육군 학교교육

       육군 예하의 학교기관에서 장병(장교, 부사관, 병)들이 전시 또는 

평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

술을 가르치는 것이다(육군본부, 2012). 학교교육은 장병들이 야전부

대에서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야전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마. Learning & Teaching(L&T) 교육방법

       Learning & Teaching 교육 방법은 육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

방법으로써 교육생 상호간 교관(교수자)과 교육생(학습자) 역할을 교

대하면서 실습하고 강평과 지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투

지휘 및 훈련지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방법이다(육군본부, 2012).   

 이 개념은 교육학적으로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이하 RPT & PF)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즉, 동료가 동료를 가르치고, 역할을 바꿔서 동료가 가르

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상호 동료교수법이다. 동료의 가르치는 행

위를 보고 피드백을 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동료는 학습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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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던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동료피드백이다. 

       이 논문에서는 육군의 개념인 Learning & Teaching과 교육학적 

개념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RPT & PF)을 동일한 개념

으로 생각하고 작성할 것이다. 

  바. 교관 및 교육생

       군대교육에서 교관은 학교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의 전문가이자 유경험자이다. 교육생은 학교기관에 입소하여 전・평

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사지식과 직무수행 교

육을 받는 군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교육학적으로 교수자 및 

학습자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교관과 교육생이라는 용어와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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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상호 동료교수법(Reciprocal Peer Teaching)

  가. 상호 동료교수법의 정의

  동료교수법은 학업 능력이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면서 학습하는 교수법으로서(Fantuzzo et al., 1992), 교수

자로서의 학생과 학습자로서의 학생 둘 모두에게 큰 잠재력을 갖는다

(Goldschmid, 1976). 다시 말하면, 교수자(교관)에게 배운 내용을 기초로 

2명 이상의 소집단내에서 다른 동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역할과 다른 

동료가 가르칠 때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한 명의 학습자는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을 모두 체험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다.

  나. 상호 동료교수법의 교육적 효과

     1) 동료교수자로서 가르침을 통한 학습

  동료교수자는 동료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

신이 획득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더 많은 지

식을 획득하려고 하며 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Mathes, 1997; Biggs, 1999). [표 Ⅱ-1]에 나타나 있듯이 가장 좋은 

학습전략은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때 확실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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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가장 좋은 학습전략(Biggs, 1999)

10% 읽는 것에서

20% 듣는 것에서

30% 보는 것에서

50% 보고 듣는 것에서

70%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

80%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행하는 것에서

95%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서

  또한 동료학습자를 가르쳐봄으로써 자부심이 강화되고 자신을 교수자와 

동일시함으로서 진지하게 학습에 임하여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손

영, 김성일, 2005; Utley et al, 2001; 오양교, 1992). 종합해보면 동료

교수자가 동료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활동을 통해 얻는 이점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정서적인 면에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며, 심리적인 면에서는 자아개념의 증진을 가져

온다. 이러한 이점들은 결국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Griffin, 1998; Beirne-Smith, 1991).

     2) 동료학습자로서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

  모델링(modeling)은 하나 이상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

적, 인지적, 정의적 변화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Berger, 1977; 

Rosenthal & Bandura, 1978; Schunk.1987; Zimmerman, 1977). 즉, 

학습자들은 동료의 교수활동을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관찰함으로써 바람

직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교육 시간에 ‘북한이 우리

의 적(敵)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동료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모습

을 관찰하게 되면 동료의 언행을 모방하면서 더 나은 교수활동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관찰학습은 본인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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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이 유발된다. 

  관찰학습 과정은 4가지 단계로서 주의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로 이루어

져 있다(Bandura, 1997). 주의집중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파지 단계에서는 주의집중을 통해 얻은 모델의 

행동을 자신만의 지식구조로 언어화 또는 시각화하여 기억하는 단계이다. 

재생 단계에서는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지식구조로 저장된 지

식을 시연하는 과정이며, 동기화 단계는 모델의 행동을 재생한 것에 대해 

강화를 기대하면서 동기를 갖게 되는 단계이다(신명희 외, 2011).   

2. 동료피드백

  가. 피드백의 정의와 기능

     1). 피드백의 정의

  피드백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Kulhavy(1977)는 학습자

가 행한 반응의 옳고 그름에 관하여 학습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절차라고 하였으며, Bardwell(1981)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 주는 정보라고 말하였다. 또 Cole과 

Chan(1994)은 학생 개개인의 활동이나 반응의 적절성에 관하여 개별 학

생에게 다시 보내주는 정보로써,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성취의 양과 질

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 수업의 맥락에서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습 성과를 알려 주고 학습 목표의 달성 또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피드백의 기능

  피드백의 기능에 관해서는 학습 이론에 따라 조금씩 다른 관점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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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rdwell, 1981; Mory, 1996).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학습 

이론가들은 피드백의 기능을 “강화”로 설명한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어

떤 답변이 옳다고 말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이후의 다른 시험에서 또 다시 

옳게 답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Kullhavy, 1977). 

  인지주의자들은 피드백의 정보적, 교정적 기능을 강조한다. 즉, 피드백이 

학생들이 범한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 과정 및 

메타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오류

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로서의 피드백”이라는 

관점은 1970년대부터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여 지난 20여 년간 수업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해 왔다(Mory, 1996). 

  최근에는 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적 입장이 교육 연구자들에게 널리 받아

들여지면서 피드백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

이란 학습자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어떤 지식과 

이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피드백이 학습자

의 능동적이고 계속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돕는 지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구

성주의자들은 피드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학습자 동료들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의 관점

에서 볼 때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키고자 지속시키는 “코칭”

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Jonassen, 1991).  

  나. 인지적 발달의 촉진제로서의 동료피드백

  Piaget(1983)는 인지의 발달을 학습자의 정신적 조작의 결과로 일어나

는 인지 구조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자

신의 기대나 선행 지식과 다른 모순된 현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인지적인 

부조화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탐구해봄으

로써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달된 인지구조를 얻는다. Piaget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 구조의 발달은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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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과 상호작용 할 때 발생하는 인지적 충돌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서로의 인지성장을 촉진하는 동기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Kerwin & Day. 1985). 따라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서 서로 다른 지식과 이해를 지닌 학생들이 동료피드백을 실시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Piaget가 학습자 동료 간에 발생하는 인지적 충돌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

면, Vygostky(1978)는 단순한 인지적 충돌이 아닌 동료간의 교정적 피드

백이 인지적 발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교수자와 같은 성

인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학습자들도 자신의 동료에

게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동료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동

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수 행위 또한 교수자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

다. 예를 들어, 동료 교수활동을 보고 잘 못된 점에 대해서 교정적 피드백

을 제공함으로써 동료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Azimitia, 1988; Forman 

& McPhail, 1993; Kewin & Day, 1985; Parr & Townsend, 2002). 

  다. 동료피드백의 교육적 효과

  동료피드백의 교육적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동료들에게 피드백

을 받음으로써 과제 수행시 혼자 힘으로 얻지 못하는 통찰과 성찰의 기회

를 갖는다(Hmelo, Guzadail & Turns, 1998). 또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글에 대한 반성적 사고력이 증대되고, 동료의 글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인지과정을 경험하는 등의 효

과가 있다(Cho & Cho, 2011; Cho & MarArthur, 2011; Topping, 

1998). 또한 동료를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학습자의 학습동

기를 자극하고 인지적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향상된 학습 성취

를 낳게 한다(Parr & Townsend, 2002).

  특히, Parr와  Townsend(2002)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그들이 동료들에게 서로 제공하는 피드백을 

꼽고 있다. 즉, 동료를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학습자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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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자극하고 인지적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향상된 학습 성

취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3. 교수설계모형

  가. 교수설계모형의 정의 및 특성

     1). 교수설계모형의 정의

  교수설계모형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교수설계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교수설계이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박성익 외

(2001)는 “교수설계이론은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 수업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적이고 체

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임철일(2012)은 “교수

설계란 학습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수업을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교육공학의 학문적 특성, 요컨대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안내하여 주

는 공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수설계이론을 수업계획을 위한 처방적 지식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공통

적으로 Reigeluth(1983)의 교수설계에 대한 관점에 바탕을 둔다. 그에 의

하면, 교수설계는 교수의 방법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주

어진 상황(학습자 특성, 교과내용 특성 등)에서 의도하는 교수결과(효과

성, 효율성, 매력성 등)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교수방법에 대한 명백한 

안내를 제공하는 이론이며(Reigeluth, 1999),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 선정

에 초점을 두고 교수설계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설계모형이란 위에서 언급한 교수설계이론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

적으로 특정의 수업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수설계전략과 방법 등을 구

조화하여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임철일, 2012). 즉, 교수설계활동의 이해

를 도와주면서, 설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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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모형을 통하여 교

수 상황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며, 그 문제를 구체적인 단위로 분

석하여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교육공학 용어사전, 2005). 

     2). 교수설계모형의 특성  

  첫째, 교수설계모형은 다양한 학습이론과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딕(W. Dick)과 캐리(L. Carey)의 모형은 주로 행동주의적 학습이론

에 기초하고 있으며, 가네의 모형(Gagne, Briggs, & Waiger, 1992)은 

주로 인지주의적 학습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라브와 웬거(Lave & 

Wenger, 1990)의 상황 학습에 관한 모형은 주로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

을 기초로 하고 있다(교육공학 용어사전, 2005). 

  둘째, 교수설계모형은 기본적으로 처방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교수설

계모형은 교수설계라는 활동을 보다 체계적, 체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

계별 작업들을 제시하는 과정 모형(Process Model)으로, 교수설계의 단

계를 명확하게 해주면서 단계별로, 혹은 교수상황에 따라 전략을 처방하는 

데 관심이 있다. 

  셋째, 기본적으로 교수설계모형은 교수설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몇 개의 중요한 단위로 나누어 단계별 작업 내용과 방법을 제사함으로써, 

교수설계 활동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마지막 산출물을 만들

어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인성, 나일주, 1989; 2004).

  나. Gagne의 교수설계모형(9가지 수업의 사태)

     1). 이론적 배경

  Gagne의 교수설계모형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개

발된 모형으로서 강의식 교수법을 위해 효과적인 강의를 설계하는 데 지침

을 제공한다(오인경, 최정임, 2005).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인간 내부의 현상보다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동주의는 학습의 통제는 학습자의 외부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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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고 환경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

다. 예를 들면,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바람직하

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줌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

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자극을 조절함으로써 학습자의 행동을 조

절하려는 것이 행동주의적 접근이다. 

  이에 비해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 즉 학습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

들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접근이다. 

인지주의는 학습을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thinking)나 문제해결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재정비하는 과정

으로 본다. 인지주의에서 학습은 정보처리를 위해 지적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보 처리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인지주의의 목표이다. 

  Gagne는 이러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특성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학습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

고, 이해하는지 인지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외적

인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Gagne의 이론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과정(learning process)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수사태(teaching events)로 구별된다(오인경, 최정임, 2005). 

     2). Gagne의 교수설계모형(9가지 수업의 사태)

  Gagne의 교수설계모형은 앞서 언급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이 

절충된 모형으로서 한 단위 수업모듈을 설계할 때 9가지 일련의 사태를 

포함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처방적 교수설계이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박성

익 외, 2012). 정보처리이론에서는 학습과정을 감각적 지각획득에서 시작

하여 작동기억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정보를 부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를 인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효과적인 수업은 각 정보처리단계를 

촉진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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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Gagne의 9가지 수업의 사태(Driscoll, 2005)

학습과정 수업의 사태

자극수용

기대감 형성

작동기억으로 인출

학습자료(내용)에 대한 선택적 지각

의미적 부호화를 통한 장기기억으로 저장

학습결과를 보여주는 반응(수행)

학습결과에 대한 강화

인출 및 강화

인출 및 일반화

1단계: 주의 획득하기

2단계: 학습목표 제시하기

3단계: 선수학습의 회상 자극하기

4단계: 자극자료(내용) 제시하기

5단계: 학습안내 제공하기

6단계: 수행 유도하기

7단계: 피드백 제공하기

8단계: 수행 평가하기

9단계: 파지와 전이 증진하기

  수업의 도입단계는 1단계 주의획득하기, 2단계 학습목표 제시하기, 3단

계 선수학습의 회상자극하기를 포함한다. 1단계 주의획득하기에서는 학습

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호기심 및 흥미를 유발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거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단계 학습목표 제시하기에서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언

급을 하되, 그 방식이 Mager(1962) 주장한 학습목표 기술방식(행위, 조

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면 무엇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를 해야 한다. 학

습자에게 수업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기대감

을 형성시키고,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3단계 선수학습의 회상 자극하기에서는 새로운 학습과제와 관련 있는 

필수적인 선수지식 혹은 이전학습을 회상시키는 것이며, 대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형식으로 상기시켜준다. 

  수업의 전개 단계에서는 4단계 자극자료(내용) 제시하기, 5단계 학습안

내 제공하기, 6단계 수행 유도하기, 7단계 피드백 제공하기가 포함된다. 4

단계 자극자료(내용) 제시하기에서는 설명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내용



- 18 -

을 새로운 정보의 특징이나 필수적 요소를 강조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가 학습내용에 대한 선택적 지각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습과제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자극 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적기능 학습 시에는 

학습될 개념의 핵심적 특징을 강조하고 다양한 예를 제시하거나, 운동기능 

학습시에는 시범을 보여주며, 태도학습 시에는 모델이나 바람직한 행위나 

선택에 대한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언어적 설명이나 예시, 시범 등 

다양한 형태로 학습내용 자극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5단계 학습안내 제공하기에서는 제시된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유의미하

게 장기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스캐폴딩을 제공하

는 것으로 교수자의 힌트나 질문, 직접적 혹은 간접적 조언 등이 학습 안

내 제공활동에 포함된다. 

  6단계 수행 유도하기에서는 질문이나 지시를 통하여 학습자가 배운 것

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연습활동에 해당한다. 수행유도를 함으로써 학습

자가 학습한 것을 장기기억에서 회상하도록 해주며,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가 정확한지 교수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7단계 피드백 제공하기에서는 학습자 수행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수행의 정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지 않

다면 개선할 수 있는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수업의 정리 단계는 8단계 수행평가하기, 9단계 파지 및 전이증진하기를 

포함한다. 8단계 수행평가하기에서는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자

의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9단계 파지 및 전이증진에서는 학습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다른 상황에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적기능이나 운동기능의 파지를 촉진시키

기 위해 시간 간격을 둔 복습을 하거나, 수행유도와 피드백 제공활동을 여

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태도학습의 파지와 전이를 위해 역할놀이,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사태는 수업을 전체적으로 종합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에 대한 소개를 포함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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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교육훈련의 특수성

  가. 교육훈련 정의

    교육훈련은 개인 또는 부대가 전・평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을 함양하고 전투기술과 전투수행 절차 등을 행동

으로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다(육군본부, 

2012). 군(軍)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이 전쟁을 대비한 지식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타 교육기관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군(軍) 학교

기관에서는 적(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

고 가르치고 있다.

  교육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軍) 학교기관에서는 개인의 성취보

다는 조직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며, 전우들끼리 단결과 협동을 강조한다

(정신교육 기본교재, 2008). 따라서 군(軍) 학교기관에서는 우수한 성취

를 보이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단결심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군(軍)에서 요구하는 기본 수준을 모든 학습자가 달성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단결과 협동은 평소 상호신뢰와 존경의 인간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대 임무달성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전시에는 전우

애를 발휘하여 전투라는 극한 상황에서 승리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다. 

  나. 교육훈련의 구성요소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주체인 교관, 객체인 교육생, 

매개체인 교육훈련재료가 필요하며 이들을 교육훈련의 3대 구성요소라고 

한다. 

     1) 교관

  교육훈련의 주체인 교관은“가르치는 사람”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가이

자 경험자로서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육군본부, 2006). 

교관과 교육생의 관계는 권위자와 복종자의 관계가 아니며 교관은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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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육군교육사령부 예하 

00개 학교기관에는 약 0000명의 교관들이 임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야전

부대에서 교관으로 선발이 되면 약 2~3년 동안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야전부대로 전출을 가서 현장근무를 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교

수자 역할을 수행하는 초․중․고, 대학교의 교수자와는 운영상 큰 차이점이 

있다. 

  교관들은 교수설계 또는 학습이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들

이 적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실

정이다(Reiser & Dempsey, 2012). 

     가). 교관의 선발과정

  교관은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군사지식, 품성, 덕성, 언어 

표현 능력이 우수해야 하므로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

('13년 학교교육계획, 2013). 교관선발은 육본(인사사령부)에서 합동군사

대학교 및 전군 계획인사 자원 중 교관요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교육

사령부로 하달하면, 교육사령부는 교관 자격기준에 의거 적격자를 지명하

여 육본에 요청한다. 육본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및 선발한다. 

교육사령부

⇨

인사사령부

⇨

교육사령부

⇨

육본 심의회

교관 소요제기

(분기)
가용자 하달 지명 추천 심의 / 선발

[그림 Ⅱ-1] 교관선발 과정('13년 학교교육계획, 2013)

     나). 교관자격 부여절차

  육본 명령에 의거 교관으로 선발이 되고 소속 학교로 전입을 가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교관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13년 학교교육계획,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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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입과 동시에 교관으로서 맡아야 할 과목

을 부여받게 되며 이후에 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서 교

육사령부 통제하 교육을 받게 된다(교육사령부, 2012).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은 교수법보다는 전반적인 교관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

교육 위주로 교육을 받는다. 

  기초교육을 받게 된 후, 본격적으로 교관자격심사를 준비하는데 교육내

용과 교육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다. 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전임자 또는 선임교관이 대부분이다. 전임자 또는 선임교관이 각자의 업무

로 인해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혼자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전임자가 사용했던 교안과 교범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어느 정도 교관

으로서 자질이 함양되면 연습강의를 실시하는데 1차는 학처장, 2차는 교수

부장에게 보통 실시한다. 이 때 주로 보는 것이 강의내용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강의실 또는 현장에서 심사를 

보게 된다. 최종 합격시에는 교관으로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교관 임

무를 수행한다. 

    2) 교육생

  교육훈련의 객체인 교육생은 교관에 의해 지도되고 육성된다. 그러나 가

르침을 받는 객체라고 해서 수동적이거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며, 주도적

이고 능동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군대에서의 교육생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인원들이 대부분이다(병역법, 2011). 

  병역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학습자 층이 매우 다양하다. 즉, 인지적 영역 측면

에서 중학교 졸업자부터 대학원 졸업자까지 있으며, 심동적 영역에서는 저

체력자부터에서 운동선수까지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인원부터 희생정신이 투철한 인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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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훈련재료

  교육훈련의 매개체인 교육훈련재료는 교육훈련의 주체인 교관과 객체인 

교육생을 상호 연결하여 주는 것으로서 교범・교안・교재・참고자료 등이 

있다(육군본부, 2012). 이는 교관의 입장에서는 교수자료이고,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학습자료가 된다. 따라서 교육훈련재료는 교육목표와 중점에 

부합되게 준비하여 교육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부대 안에서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접하기가 어려우며 군에서 사용하는 학습 자료의 대부

분이 문서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다. 교육훈련의 체계

  교육훈련은 부대훈련과 학교교육으로 분류되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육군본부, 2012).

[그림 Ⅱ-2] 교육훈련 분류(육군본부, 2012)

 부대훈련은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및 부대가 

전・평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훈련과업을 우선적

으로 훈련한다. 이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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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훈련한 방법대로 싸운다’는 전투임무

위주훈련을 통하여 연중 균형된 전투 준비태세를 완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러한 부대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대에서는 부대의 

임무와 특성, 지휘관의 전술개념에 부합되도록 필수훈련과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집중훈련 방법을 적용하여 실전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설정한 교육목표에 따라 계획적, 단계

적,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개인교육과 훈련으로서 부대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장차 군사전문가로서 잠재능력을 개발하

며, 건전한 윤리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학교교육은 다음과 같이 양성교육, 보수교육, 기타교육으로 분류한다. 

[그림 Ⅱ-3] 학교교육 분류(육군본부, 2012)

  양성교육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군인으로 만들고, 자

격조건을 갖춘 자원들을 간부로 신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신분

에 따라 장교(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보수교육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장교(준사관 포함) 및 부사관, 군무원에

게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병과 및 특기별 전

문화된 지식과 차상급 직위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

하여 실시한다. 부사관 교육은 초급, 중급, 고급, 관리자, 훈련부사관 과정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초급과정은 분대장․포반장, 또는 반장․조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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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및 병 기본훈련 지도능력을 구비하는데 주안을 두고 교육한다. 

  기타교육은 일반 학문지식과 군사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외 대

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기타 교육 및 연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

로 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직무향상교육, 능력개발교육으로 구분한

다. 

  예를 들어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OOO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3> OOO학교 교육과정

과정명 입교대상 기간

양성
과정

기본반  민간자원, 현역자원 00주

예비역  예비역 자원(중사이상) 0주

보수
과정

초급반
 하사 임관자(보병) 00주

 예비역 자원(보병, 중사이상) 0주

중급반  복무연장 선발된 자, 장기 선발자
0주

(원격 0주)

고급반  상사 진급예정자, 진급 후 1년 이내자
0주

(원격 0주)

관리자반  원사 진급예정자로부터 진급 3년차 이내자
0주

(원격 0주)

주임원사반  現 주임원사 및 주임원사 예정자 원격 0주

  라. 교육방법

  군 학교교육에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다(육군본부, 

2012). 여기서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 중에 2013년도에 새로운 교육방법

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Learning & Teaching식 교육 방법에 대

해서만 언급을 할 것이다.  Learning & Teaching식 교육 방법은 교육생

이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가장 효과적

으로 체득하는 방법은 타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숙달하는 것”이라는 

교육 이론에 기초한 방법이다. 교육생 상호간 교관과 교육생 역할을 교대

하면서 실습하고 강평과 지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투지휘 및 

훈련지도 능력을 배양한다. 이 방법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투지휘 및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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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지도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이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제부여 / 연구 교관 강의
교관화 실습 / 

동료지도

교관화 숙달 과제 

부여 / 개인연구
Key Point 정리

행동화 숙달, 

교관평가 

[그림 Ⅱ-4] Learning & Teaching식 교육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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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RPT 

& PF)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과 양상을 알아보고,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3가지의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RPT & PF)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교관과 교육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관 32명, 교육생 

70명에 대해 설문을 받았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관과 교육생의 인식

을 기술통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RPT & PF)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 과목(과제)을 선정하여 관찰 및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

였다. 

  셋째,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RPT & PF) 교육방법에 기반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Reigeluth(1989)가 처음으

로 주장한 형성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형성적 연구방법론은 이

론(모형)에 기반을 두고 사례를 개발하여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이론(모형)이 갖는 의견을 수렴하여 강점, 약점, 개선점을 확인한다

(임철일, 2012).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군 교육사령부내 여러 학교 중에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

드백(RPT & PF)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받고(교

육사, 2012) 있는 OOO학교 OO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OOO학교 

OO과정은 RPT & TF를 적용한 수업을 다른 학교기관의 교육관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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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들을 초청하여 시범식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OOO학교는 부사관1)을 전문적으로 양성2)하고 있는 OOO학교를 대상으

로 실시했으며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과 가르치고 있는 교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OO과정의 경우 교관 1명당 약 40~60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인원수는 시기 및 기수별 차이가 있었다. 

  가. 1차 자료수집시 연구대상 

  1차 자료수집의 연구대상은 크게 3가지 집단이다. 

  첫째,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학교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학교교육 총괄장

교와 학교교육처장이다. 이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rning & Teaching(L&T) 교육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OOO학교 OO과정에서 교관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약 

40명 정도가 임무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3명의 교관과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명의 교관에 대한 간단

한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1차 인터뷰 대상자(교관)

성명 계급 교관 임무수행 기간 군 복무기간

K 교관 대위 2년 10년

S 교관 중사 1년 6개월 10년

J 교관 대위 1년 8년

  셋째, OOO학교 OO과정에서 총 00주 기간 중에 10주차 교육을 받고 있

는 132명의 교육생이다. 위의 132명 중에 3명의 교육생들과 인터뷰를 실

1) 군 계급상 하사, 중사, 상사, 원사를 일컫는 말(육군본부, 2012)
2) 민간인을 군인화 하는 교육으로 군대 규율을 익히고, 군인 기본자세 확립, 투철한 군인

정신 함양, 강인한 체력 및 불굴의 투지력 배양, 기초 전기・전술 숙지 등 장차 임무수
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일컫는 말(육군본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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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으며 간단한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Ⅲ-2>과 같다.

<표 Ⅲ-2> 1차 인터뷰 대상자(교육생)

성명 계급 최종학력 군 복무기간

B 교육생 하사 전문 대재 3년

L 교육생 하사 고졸 6개월

S 교육생 하사 고졸 6개월

  나. 2차 자료수집시 연구대상 

  2차 자료수집의 연구대상은 크게 2가지 집단이다. 

  첫째, OOO학교 OO과정에서 교관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 

40여명의 교관중에 32명이 설문에 참석하였다. 계급분포는 중사 12명( 

37.5%), 상사 12명(37.5%), 원사 4명(12.5%), 중위 1명(3.1%), 대위 3

명(9.4%)이다. 교관 임무수행 기간은 1년 미만 5명(15.6%). 1년 이상부

터 2년 미만까지 5명(15.6%), 2년 이상부터 3년 미만까지 5명(15.6%), 

3년 이상 17명(53.1%)이다. 군 복무기간은 5년 이하 1명(3.1%), 5년 초

과부터 10년 미만까지 13명(40.6%), 10년 이상부터 15년 미만 7명

(21.9%), 15년 이상 11명(34.4%)이다.  

  위의 교관 중에서 3명의 교관과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해서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명의 교관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2차 인터뷰 대상자(교관)

성명 계급 교관 임무수행 기간 군 복무기간

H 교관 원사 7년 22년

P 교관 상사 5년 17년

C 교관 상사 3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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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OOO학교 OO과정에서 3주차 교육을 받고 있는 7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이 들의 계급은 모두 하사였으며, 군 복무기간

은 1년 미만 8명(11.4%),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49명(70.0%), 2년 이

상부터 3년 미만 7명(10.0%), 3년 이상 6명(8.6%)이다. 최종학력 수준

은 고졸 30명(41.4%), 전문대 휴학 18명(25.7%), 전문대 졸업 2명

(2.9%), 4년제 휴학 (20명)28.6%, 4년제 졸업 1명(1.4%)이다. 복무형태

의 경우 단기복무 희망 3명(4.3%), 장기복무 희망 60명(85.7%), 아직 미

결정한 교육생 7명(10.0%)이다.  

  위의 교육생 중에서 4명과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해서 심층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4명의 교관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Ⅲ

-3>과 같다.

<표 Ⅲ-4> 2차 인터뷰 대상자(교육생)

성명 계급 최종학력 군 복무기간

K 교육생 하사 전문 대재 2년 6개월

L 교육생 하사 4년제 휴학 1년 6개월

P 교육생 하사 고졸 6개월

C 교육생 하사 고졸 1년 6개월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RPT & T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은 객관화된 설문

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는 RPT & T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양상

이므로 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하는 절차를 준수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개발연구로써 형성적 연구방법의 절차를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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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연구문제 #1 연구절차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Ⅲ-1]의 연구

절차를 사용했다. 

개방형 설문지(1차),

인터뷰, 관찰
⇩

자료 분석(빈도분석)

⇩
선택형 설문지(2차),인터뷰

⇩
자료 분석

⇩
연구문제 해결

[그림 Ⅲ-1]  연구문제 #1 연구 절차

  나. 연구문제 #2 연구절차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Ⅲ-2]의 연구

절차를 사용했다. 

인터뷰(1차) 및 관찰

⇩
자료 분석(기술 중심)

⇩
인터뷰(2차)

⇩
자료 분석(분석중심)

⇩
연구문제 결과 도출

[그림 Ⅲ-2]  연구문제 #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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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문제 #3 연구절차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개발연구로써 형성적 연구방

법을 사용했다. 연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임철일, 2012; 

Reigeluth & frick, 1999).

교수설계 모형의 선정

⇩
교수 프로그램의 설계

⇩
교수 프로그램의 실행 및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사례의 수정

⇩
자료수집과 수정반복

⇩
잠정이론의 제시

[그림 Ⅲ-3]  형성적 연구방법론 연구 절차(임철일, 2012)

  1단계 ‘교수설계 모형의 선정’에서 육군 학교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육군 교범에 안내되어 있는 Learning & Teaching식 교수설계

모형을 선정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교수전략을 고려하여 기존의 교수설계

모형을 수정한다. 수정된 교수설계모형을 교육공학 전공자인 박사 1명, 박

사수료생 1명과 군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학 석사급 2명에게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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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교수설계모형 1차 타당화 검토자

성명 학위 전공 직업

LOO 박사 교육공학 연구교수

LOO 박사수료 교육공학 연구원

SOO 석사 교육공학 군인(교관)

BOO 석사 교육학 군인(교관)

  2단계 ‘교수 프로그램의 설계’는 육군 OOO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관 2

명을 대상으로 수정된 교수설계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소주제에 대

해 설계전략을 바탕으로 8시간의 수업을 설계했다. 연구자는 교수자가 수

업을 설계하는 동안 교수설계모형과 설계전략의 의도에 맞게 설계되고 있

는지 검토 및 지도를 했다. 

  3단계 ‘교수 프로그램의 실행 및 자료수집’은 설계된 교수 프로그램

을 가지고 교관 한 명이 직접 수업을 실시했다. 연구자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날에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RPT & PF)에 기반한 교수설계모

형과 설계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연구자는 다른 교관 1명과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교수설계모형과 설계전략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수실행간 교수-학습 분위기를 파악했다. 수업이 종료된 이후, 

교관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교육생들에게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

다. 마지막으로 3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답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4단계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로서 장점, 단점, 

개선점에 대한 의견과 교수설계모형과 설계전략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 5

점 척도도 측정했다. 

  5단계 ‘사례의 수정’은 개발된 교수설계모형을 직접 적용을 해보고 

수업을 받은 교관과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 6단계 ‘자료수

집과 수정반복’은 수정된 교수설계모형을 다시 적용하여 자료수집과 수정

을 반복하는 단계로써 이 번 연구에서는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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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잠정이론의 제시’는 5단계에서 실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된 교수설계모형을 잠정적으로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 맞는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이라고 제시를 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크게 1차 자료수집과 2차 자료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자료수집은 교육사령부 학교교육 관계자가 제공해준 현존자료를 분

석하여 현재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방법의 추진배

경과 진행경과에 대해 분석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재확인 하였다. 

  OOO학교 OO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관 6명과 교육생 132명에 

대해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교육방법에 대해 개방형 설

문을 받았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2차 설문지를 개발하는데 

사용했다. 교관과 교육생을 인터뷰한 결과는 부분 전사를 실시해서 2차 설

문지에 문항으로 반영했다. OO전투 과목의 소과제를 관찰하여 교관과 교

육생의 수행문제를 진술하고 수행분석을 실시하였다. 수행문제 진술과 분

석은 석사과정 4학기 학생 2명을 포함하여 3명이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교육공학을 전공한 박사에게 최종검토를 받았다. 

  2차 자료수집은 선택형 설문을 교관 및 교육생에게 받았으며 엑셀로 코

딩을 하고 SPSS 20.0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교육생과 교관의 인터뷰는 

부분 전사를 실시했다.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에 대해서는 적용 이후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장점, 단점, 개선점에 대해 설문과 유용성에 대해 설문을 받았다. 교관 및 

교육생의 인터뷰는 부분 전사를 실시했다. 분석단계에서 단점과 개선점에 

대해 빈도수가 많이 나온 것에 주목하여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수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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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도구는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1차, 2차 설문지, 인터뷰시 사용하

기 위한 인터뷰 질문지,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적용한 이후 교육생

의 의견을 듣고자 제작한 설문지이다. 

  가.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설문지(1차)

  교육사령부의 지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지를 개

발하였으며 큰 범주내에서 RPT & PF을 적용한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하였다. 설문을 개발한 이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았으나 

교관 2명과 교육생 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수정한 설

문지를 사용했다. 교관과 교육생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항목도 다르게 

작성했다.   

  나.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설문지(2차)

  1차 설문지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형 질문으로 설문지를 개발

하였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RPT & PF을 적용한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하였다. 설문을 개발한 이후 교육공학 전공자인 박사수료생 3명과 

석사학위가 있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2명에게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수정을 거듭하여 개발을 했다. 개발 이후 교관 3명과 교육생 

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했다. 교

관과 교육생의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하였

다. 

  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면담 질문지

  1차 설문지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관과 교육생에게 무엇을 질문

할 것인가? 에 대한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2차 설문지와 동일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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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 과정을 거쳤다. 

  라.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 적용결과 설문지

  1차 개발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바탕으로 설계된 수업을 듣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발하였다. 형성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교수설계모형과 각각의 설계전략에 대한 장점, 단점, 개선점의 의견을 작

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모형과 각각의 설계전략에 대한 유용성

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 문항을 추가해서 개발했다. 이 설문지는 전문

가의 타당화 검사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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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

  가. 교관과 교육생의 인식

  RPT & PF를 적용한 교육방법에 대한 교관과 교육생의 인식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에 의해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5점이 매우 긍정인 것을 감안하면, 교관 3.88점, 교육생이 4.23점으로 모

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생이 교관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 교관과 교육생의 인식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교관 인식 32 2 5 3.88 .707

교육생 인식 70 1 5 4.23 .904

  RPT & PF를 적용한 교육방법에 대한 교관과 교육생의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표 Ⅳ-2>와 같다.

<표 Ⅳ-2> 교관과 교육생 인식의 독립표본 t검증

Levene의 등분산가정 평균의 동일성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등분산이 가정됨 5.568 .020 -1.955 100 .05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40 75.628 .036

  위의 <표 Ⅳ-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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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유의확률이 .020)‘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과 관련된 분석결과

를 읽으면 t통계값은 -2.140, 유의확률 .036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교관과 교육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차

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교관과 교육생이 RPT & PF를 적용한 교

육방법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생이 유의미한 차이

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식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교관 인식 32 2 5 3.88 .707

교육생 인식 70 1 5 4.23 .904

교관이 바라본 교육생의 인식 32 2 5 3.50 .672

교육생이 바라본 교관의 인식 70 2 5 4.11 .772

  위의 <표 Ⅳ-3>을 살펴보면 교관 스스로 RPT & PF를 적용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 3.88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생들이 

바라본 교관의 RPT & PF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은 4.11점으

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교육생은 교관 스스로 RPT & PF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교육생의 경우 <표 Ⅳ-3>을 살펴보면 교육생 스스로 RPT & 

PF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해 4.23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관들이 바라본 RPT & PF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은 

3.50점으로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교관들은 교육생 스스로 

RPT & PF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낮

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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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RPT & PF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교관은 교육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하고, 교육생들은 교관이 생각해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 인식

을 하고 있다. 

  나. 긍정적 인식의 요인

1) 교관의 긍정적 인식 

  기존의 교관주도형의 교육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교육생들은 교관이 

가르쳐 준 학습영역의 범위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RPT & PF를 적

용한 수업에서는 교관이 가르쳐주지 않은 학습영역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진

다. 따라서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서 교관들은 교육생들의 학습과정

을 안내 및 촉진 그리고 관찰하는 과정에서서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은 지식

의 영역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의 그림 [Ⅳ- 3]과 같다. 즉, 기존의 교관주도형 교육방법을 통해서 교

관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쳤지만 RPT & PF를 적용한 수

업에서는 교관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학습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지식의 전달과 학습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림 Ⅳ-1] 교관과 교육생의 학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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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관들이 RPT & PF를 적용한 수업을 실시한 결과 학습 효과측면에서 

학업성취의 평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존의 교관주도형의 교

육방법 또는 RPT & PF를 적용한 교육방법은 최상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성취가 

저조한 교육생은 잘하는 동료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그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학업성취의 평균이 향상된 것이다.

2) 교육생의 긍정적 인식

   가) 학습 분위기

  RPT & PF를 적용한 교육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습 분위기가 변화했으

며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학습 분위기의 장점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서 교육생들은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음

(45.7%), 마음이 편안함(27.1%), 교육생 수준에서 설명(18.6%), 자세하

게 설명을 해줌(5.7%)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 학습 분위기의 장점

   나) 교육적 효과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서는 다음 <표 Ⅳ-4>와 같이 크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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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표 Ⅳ-4> RPT & PF 교육방법의 학습유형

구 분 학습방법

상호 

동료교수법

유형 1  가르치는 활동을 준비하고 동료를 가르쳐 봄으로써

유형 2  동료가 가르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동료피드백
유형 3  동료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유형 4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위의 4가지 학습 유형에 대한 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4가지 학습유형 모두가 4.0 전후의 값을 가져서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Ⅳ-5> 4가지 학습 유형에 대한 유용성의 인식(교육생)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르칠 때 70 2 5 3.96 .788

관찰할 때 70 2 5 4.00 .816

피드백을 줄 때 70 2 5 4.07 .729

피드백을 받을 때 70 2 5 4.11 .649

     (1) 동료를 가르칠 때

  교육생은 동료를 가르쳐보는 학습활동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다음의 [그림 Ⅳ-2]을 통해 알 수 

있다. 가르쳐봄으로써 얻는 교육적 효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심동적 영역에 속하는 훈련지도 능력 향상(35.7%)이며, 정의적 영역

에서의 자신감 향상(34.3%), 인지적 영역에서 내용의 심층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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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지도 능력이 향상(육군본부, 2012)과 자

신감이 향상(교육사, 2013)된다고 응답한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림 Ⅳ-3] 동료를 가르치는 학습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

     (2) 동료를 관찰할 때

  동료의 학습을 관찰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의 [그림 Ⅳ-3]과 같다. 동료의 실수를 통한 간접경험(48.6%), 창의

적 설명방법(24.3%), 내용의 심층적 이해(21.4%), 할 수 있다는 자신감

(5.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동료를 관찰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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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료에게 피드백을 줄 때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는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의 [그림 Ⅳ-4]를 통해 알 수 있다.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

(42.9%),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35.7%), 평가 및 지도 능력(12.9%), 

해결안을 찾는 능력(8.6%)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평가 및 지도 

능력이 높게 나왔다(육군본부, 2012; 교육사 2013)고 했으나 이 번 연구

에서는 피드백을 주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5]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는 학습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

     (4)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는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의 [그림 Ⅳ-5]를 통해 알 수 있다. 몰랐던 부분을 추가로 알 수 있

다(61.4%),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28.6%), 학습동기를 자극

한다(8.6%), 동료의 소중함을 느낀다(1.4%)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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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는 학습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

  나. 부정적 인식의 요인

1) 교관의 부정적 인식 

  교관들은 양성 및 초급과정까지는 교관주도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군 생활을 시작한지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교관이 주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적

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경험적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RPT 

& PF를 적용한 교육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제 군 조직에 

입문하여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이 필요한 RPT & 

PF를 적용한 교육방법보다는 교관주도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다.

  부사관의 초급과정에서 RPT & PF를 적용한 수업을 하면 교육생들이 

동료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교육준비에 쏟아야하나 현실적으로 그

렇지가 못한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

습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준비를 많이 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과교육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

간 연등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준비를 하고 있는데 낮에 많은 교육훈련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야간 연등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준비를 하는 것

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 44 -

2) 교육생의 부정적 인식

  가) 학습 분위기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학습 분위기의 단점은 아래의 [그림 Ⅳ-6]에 나타

나 있다. 잡담을 많이함(30.0%), 의견충돌이 심함(30.0%), “했다 치

고”식이 됨(18.6%), 지루함(17.1%)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생 스스로 공

부한 것을 기초로 동료들과 조 편성이 되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

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위기와 교관이 많은 조를 통제하기 때문에 

교관이 보지 않을 때는 학습보다는 잡담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한다. 또한 

동료들끼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나 기피하는 과제는 그냥 넘어가는 

“했다 치고”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같은 과제를 가지고 조원들이 반복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루한 분위가 생긴다고 한다. 

[그림 Ⅳ-7] 학습 분위기의 단점

  나) 학습활동에서의 문제점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은 다음의 

[그림 Ⅳ-8]과 같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생이 준비한 만큼만 배운다

(40.0%), 열심히 하는 교육생만 열심히 한다(21.4%), 잘못된 지식을 배

운다(18.6%), 교관이 볼 때만 열심히 한다(14.3%), 시간이 많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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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 RPT & PF를 적용한 수업의 문제점

2. RPT & PF를 적용한 수업의 양상

  가. 예습지시 단계

  교육생들에게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할 학습과제를 부여

하는 시간이다. 정과교육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정과교육이 끝난 후에 

야간 개인정비 시간에 실시가 되었다. 교관 및 교육생은 개인정비 시간에 

예습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늘 그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교관은 교육생들이 수업 준비를 잘하기 위해 학습해야 할 내용, 참고자

료, 교육장소, 준비물 등을 설명했다. 교관의 전달 내용이 모두 전달되는데 

약 15분이 소요되었으며 예습지시를 받은 교육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교육생들이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잘하기 위해 예습지시를 

하는 것이지만 교육준비물, 교육장소 등 교육 외적인 준비가 더 중요시 생

각하고 예습지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목표를 설명할 때 관측 및 측

정 가능한 행위달성 측면에서의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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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배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습지시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조 편성이며 교관과 교육생 

모두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관의 경우 예전에 무작위로 

조를 편성했다가 어느 한 조가 잘하는 인원이 없이 못하는 인원들만 편성

되어 그 조의 교육이 거의 실패했다는 것이다. 즉, 각 조에 학업성취가 우

수한 교육생이 한 명이상 포함되어야 그 인원을 중심으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이 잘된다는 것이다. 교육생들도 학업성취 수준이 고르게 분

포되는 것을 원했다. 

  교관의 경우 조 편성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인 교번순 또는 생활관 단

위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학업성

취 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생의 경

우 조 편성을 할 때 친밀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조 편성된 동기들끼리 

친하지가 않으면 동료교수를 하는데 있어 긴장감이 많이 생겨서 원활한 동

료교수를 할 수 없으며,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친하지 않으면 어색함이 생

겨서 피드백을 잘 줄 수 없다고 한다.  

  나. 핵심강의 단계

  교관이 강의를 할 때 내용 전달 위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심동적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예시나 시범 없이 거의 설명 위주로 교육

을 했다. 핵심강의를 하는 동안 교관은 많은 양의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 보였다. 교관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질문이 폐쇄형 질문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이 대부

분을 차지해서 실질적인 교관과 교육생의 상호작용은 부족했다. 교관의 경

우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확인형 질문이 많이 있

었다.

 학교 측에서는 핵심강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관들은 최소의 시간을 핵심강의로 편성했으며 그 시간에 많은 것을 가르

쳐주려고 했다. 예전보다 강의 시간은 줄었지만 강의 자료의 양은 많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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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교관과 교육생은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잘하기 위

해서 핵심강의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처음 접하는 과목(과제)

인 경우 핵심강의의 필요성이 컸다. 왜냐하면 핵심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

는 것과 듣지 않고 공부하는 경우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다. 연구시간 부여 및 지도 단계

  개인 연구 시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야간 10시부터 12

시까지 중대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132명 중에 약 1/3 정도가 개인 

연구를 실시했다. 2/3의 교육생들은 낮에 훈련이 힘들어서 또는 공부의 필

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 

동기들을 관찰하면서 습득하는 것이 밤에 2시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

라고 답을 했다. 야간 시간이기 때문에 교관은 퇴근하고 없었으며 교육생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공부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동기들

에게 물어보면서 해결을 하지만 해결을 못하는 것도 다수 있어서 교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개

인 연구를 할 경우 교관의 중간지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 연구 시간이 

정과교육에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기본교재 및 교범을 보고 공부를 했으며 CBT자료

가 있기는 하나 컴퓨터 운용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

다. 텍스트 위주로 된 기본교재 및 교범은 교육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심동

적 영역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적용 단계

  교육생들이 동료 교수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학습목표, 설명, 시연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으며 설명과 시연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 동료

교수 앞부분에 주의집중을 하는 것 없이 곧바로 학습목표로 들어가서 교육

생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끝부분에 교육생이 

가르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이 실시되지 않았다. 즉, 설명과 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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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면 동료교수는 끝나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주고받는 피드백의 수준은 거의 형식적 이었다. 왜냐하면 동료

교수를 한 이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주요활동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

었다. 가르치는 활동이 20~30분이라면 조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다. 교육생들은 어떤 것을 피드백을 주어야할지 구체적으

로 모르고 있었다. 

  피드백 주는 것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단순히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말

하고 있었다. 즉, 구체적인 예시나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점을 말할 경우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오해를 하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

서 칭찬 위주로 피드백을 간단히 주고 잘못한 사항은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하게 이야기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 지도 및 관찰평가 단계

  교관이 관찰평가를 할 때 교육생들이 가르치는 활동과 관찰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없었

다. 

  교관 1명이 보통 40~70명을 관찰평가로 실시하다보니 교육생 한명 한

명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또한 교관이 일정한 패턴

으로 조를 순환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그것에 맞춰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교관이 우리 조 쪽으로 

오면 열심히 하고 지나가면 대충하는 것이다.  

  교육생들은 교관의 관찰평가가 개인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평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관도 그 점에 일부 동의를 하고 있었다. 모범적

인 교육생이 열심히 준비해 왔어도 교관이 봐주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

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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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리 및 성찰(강평) 단계

  정리 및 성찰 단계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학습한 지식을 정교화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박성익, 2009). 그러나 요약은 실시되지 않았으

며 간단하게 교육생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 이었다. 정

리하는 시간치고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으며 교육생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또한 정리 및 성찰단계에 대해 교관 및 교육생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

으며 훈련물품을 정리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을 사용했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직접 실시해보고 평가를 받은 이 시점

이 교육생들에게는 가장 지식과 스킬 측면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순간

이며, 정리되지 않은 지식과 스킬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

지만 교관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3. RPT & PF에 기반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 개발

  가. 기존의 교수설계모형 분석

과제부여 / 연구 교관 강의
교관화 실습 / 

동료지도

교관화 숙달 과제 

부여 / 개인연구
Key Point 정리

행동화 숙달, 

교관평가 

[그림 Ⅳ-9] Learning & Teaching식 교육 진행절차(육군본부, 2012)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L&T 교수설계모형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있

다. 1단계는 교육생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개인연구 시간을 주는 활동이 포

함되며, 2단계는 교육생이 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한 이후에 교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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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핵심강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교육생이 스스로 연구한 

것과 교관이 핵심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를 대상으로 가르쳐보고, 동

료를 지도한다. 이때 교관은 교육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평가점검표에 

의해 평가를 한다. 위의 모형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육생들

에 의해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에 의해 실습이 진행되고 교관에 의

한 정리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 즉, 과제 전체에 대한 요약과 잘못된 지

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둘째, 모형이 

교관들에게 하나의 교육방법으로써 전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수업

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관들은 상호 동

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수설계모형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해줌으로

써 교관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교관 및 교육생의 수행문제 분석

  1차 자료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

한 수업에서의 교관과 교육생의 수행문제를 분석했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 교관 및 교육생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으나 관심이 저조하거나 몰라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위주로 수행문제를 도출하였다.

  수행문제를 도출하고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원인을 해결하고자 교육적 

및 교육외적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수행문제 모두 나타낸 것이 아

니라 대표적인 것만 나타낸 것을 미리 알린다. 

    1) 교관의 수행문제 분석

  교관의 수행문제는 전 단계에 걸쳐서 골고루 발견이 된다. 과제부여 및 

조 편성 단계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

다. 핵심강의 단계에서는 심동적 영역을 가르칠 때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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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했으며 폐쇄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시간 부여 및 중

간지도 단계에서는 중간지도를 제대로 못했다. 관찰평가 단계에서는 학습

이 일어나는 전 과정을 관찰평가에 반영을 하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했으며 정리 및 성찰 단계에서는 정리 및 요약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야

기한 수행문제 진술과 원인, 해결안은 다음의 <표 Ⅳ-8>과 같다.

    2) 교육생의 수행문제 분석

  교육생의 수행문제는 RPT & PF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동료교수를 제

대로 못하는 것과 피드백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수

행문제의 원인과 해결안은 다음의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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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교관의 수행분석

수행문제 원 인 해결안

․  교관이 행위동사를 활용하여 학습목
표를 진술하지 못한다.

․  행위동사를 활용하여 학습목표 작성
하는 방법을 모른다.

교육적
․ 학습목표 구성요소(행동, 조건, 기

준)를 포함한 작성법을 가르쳐준다.

․  교관들이 조 편성시 학업성취 수준
을 고려하지 않고 조를 편성한다.

․  조 편성시 고려사항으로 학업성취 
수준의 중요성을 모른다.

교육적
․  조 편성시 학업성취를 고려하여 편

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준다.  

․  교관은 심동적 영역의 핵심강의시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

․  심동적 영역에 대해 강의할 경우 효
과적인 교수전략을 모른다. 

교육적
․  효과적인 교수전략 중에 예시와 시

범을 가르쳐준다.

․  교관들은 핵심강의시 폐쇄형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해 모른다.

교육적
․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전략을 가르쳐준다.

․  개인연구 시간에 교관이 중간지도를 
하지 못한다.

․  개인 연구 시간이 교관이 퇴근 시간 
이후에 반영되어 있다.

교육외적
․  개인 연구 시간을 정과교육 시간에 

반영을 한다.

교육적
․  중간지도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

다.
․  교관이 관찰평가시 피드백을 주고받

는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  평가요소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육외적

․  평가요소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
동을 포함시킨다.

․  과목(과제)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정리(요약)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다. 

․  요약 및 성찰의 교육적 효과를 모
른다.

교육적
․  요약 및 성찰의 교육적 효과와 실

행 가능한 전략을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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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8> 교육생의 수행분석

수행문제 원 인 해결안

․  교육생들이 동료교수(가르치는 활
동)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

․  체계적인 동료교수를 하기 위한 교
수전략을 모른다.

교육적
․  동료교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

록 교수전략을 가르쳐준다.

․  교육생들은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지 
못한다.

․  어떤 내용을 피드백을 줘야 하는지 
모른다.

교육외적
․  피드백을 활동을 돕기 위한 체크리

스트를 만들어 준다.

․  피드백을 어떻게 주어야 동료 교육
생이 유용하게 인식하는지 모른다.

교육적
․  피드백의 유용성을 고려한 효과적

인 피드백 전략을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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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수설계모형 수정 및 설계전략 개발(1차)

  교범에 수록되어 있는 교수설계모형을 분석한 결과와 설문조사, 인터뷰, 

참여관찰을 토대로 요구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설계모형을 수

정하고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수정된 교수설계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3

단계에서 5단계로 수정이 되었다.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개인 연구시간과 

과제가 종료가 될 때 정리 및 성찰하는 시간을 반영했다. 또한 조 편성과 

개인연구 시간에 교관에 의한 중간지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형에 추가

를 시켰으며 교관에 의한 핵심강의가 기존에 개인연구가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가 되었으나 핵심강의를 듣고 개인 연구를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는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그림 Ⅳ-10] RPT & PF을 위한 교수설계모형(1차)

  각 단계별 주요활동을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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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RPT & PF을 적용한 수업에서의 주요활동(교관)

단계 주요활동

과제부여 및

조 편성

• 상호 동료교수법을 통해 학습해야 할 과제 부여

•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해야 할 것을 학습목표로 제시

• 조 편성

• 수업 준비물, 교육장소, 참고자료 안내, 교육진행 및 평가

방법 등 과목(과제) 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핵심강의 • 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 내용 강의(필요시)

연구 시간부여 

및 중간지도

• 스스로 연구할 시간부여

• 상호 동료교수를 위한 준비상태를 중간지도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적용

• 조 편성된 교육생끼리 스스로 연구한 것을 기초로 가르치는 

교관 역할과 배우는 교육생 역할을 적용해보기

관찰평가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실행 상태를 관찰 평가

정리 및 성찰
• 과제수행 또는 실습 간 발생한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 

• 기억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사항 요약 / 정리

  앞 절에서 1차 자료수집을 근거로 수행분석을 하였으며, 해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써 설계전략을 개발했으며 이때 교육적 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총 11가지의 설계전략을 개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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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RPT & PF를 위한 설계전략

단 계 설계전략

과제부여 및

조 편성

전략 #1. 수업이 끝났을 때 교육생이 달성 가능한 상태를 

학습목표로 제시하라.

전략 #2. 학업성취 수준이 다양하고, 5~7명을 한 조로 편

성해라(단, 편제 미반영 시). 

핵심강의

전략 #3. 내용 설명을 하면서 교관이 직접 예시 또는 시범

을 보여라.

전략 #4. 개방형 질문으로 교육생들을 참여시켜라. 

연구 시간부여 및 

  중간지도

전략 #5.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육방법이 적절한지 중간지

도를 해줘라.

상호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적용

전략 #6. 주의집중 ⇒ 학습목표 ⇒ 설명 ⟺ 시연 ⇒ 요약 

순으로 가르치도록 지도해라.

전략 #7. 피드백을 위한 점검표(루브릭, 체크리스트)를 큰 

틀에서 제공하라. 

전략 #8. 강점, 강점설명, 약점, 약점설명, 제안을 포함하

여 피드백을 주도록 해라.

관찰평가
전략 #9. 가르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평가해라.

정리 및 성찰

전략 #10. 전체적인 요약을 교육생과 같이해라.

전략 #11. 핵심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학

업노트에 기록하게 하라.

  라. 1차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의 적용 및 결과

     1) 1차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의 적용

  RPT & PF를 위한 교수설계모형과 설계전략을 OOO학교 OO과목 수업 

8시간에 적용을 해보았다. 모형과 설계전략에 대한 설명을 교관 2명에게 

실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총 

11가지 설계전략 중에 전략 #2를 적용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실험 전

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변동시킬 수가 없었다. 그 외의 전략들은 모두 적

용을 하였으며 적용결과 여부의 판단은 연구자와 교관 1명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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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명의 교관 중에서 한 명이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1명은 연구

자와 같이 참여관찰을 한 것이다.   

[표 Ⅳ-11] RPT & PF를 위한 설계전략 반영여부

구분
시간편성

(8H)
전략 

전략 
반영여부

과제부여 및 

조 편성
0.5H

전략 #1. 학습목표 제시전략

전략 #2. 조 편성 전략

O

X

핵심강의 0.5H
전략 #3. 예시 및 시범전략

전략 #4. 개방형 질문 전략

O

O
연구시간 부여 

및 중간지도
3H 전략 #5. 중간지도 전략 O

RPT & PF의 

적용
3H

전략 #6. 동료교수 전략

전략 #7. 피드백시 체크리스트 제공전략

전략 #8. 피드백 내용 제시 전략

O

O

O

관찰평가 전략 #9. 관찰평가 전략 O

정리 및 성찰 1H
전략 #10. 요약전략

전략 #11. 학업노트 사용전략

O

O

  

   2) 결과

  교수설계모형 및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 교육생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결과<표 Ⅳ-2>가 나왔다. 특히,  핵심강의시 교관

이 직접 예시 및 시범을 보이는 전략(M = 4. 57 / SD 0.55), 교육생들

이 동료교수를 할 경우 “주의집중 ⇒ 학습목표 ⇒ 설명 ⟺ 시연 ⇒ 요

약”순으로 가르치는 전략(M = 4. 37 / SD 0.73), 과목(과제)의 마지막 

시간에 학업노트를 작성하는 전략(M = 4. 27 / SD 0.72)순으로 높은 학

습에 대해 유용성을 보였다. 반대로 조 편성 전략(M = 3. 73 / SD 

1.02)과 피드백시 체크리스트 제공 전략(M = 3.79 / SD 1.05)이 상대적

으로 낮은 유용성을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모형과 세부전략별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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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 의 유용성 인식(교육생)

구 분 세부내용
유용성

(5점척도)
표준편차

모 형 ․  1차 교수설계모형 적용 4.04 0.71

과제부여 및 조 편성
전략 #1 ․  학습목표 제시 전략 4.23 0.57

전략 #2 ․  조 편성 전략 3.79 1.05

핵심강의
전략 #3 ․  핵심강의시 예시 및 시범 전략 4.57 0.55

전략 #4 ․  핵심강의시 질문 전략 4.17 0.88

연구 시간부여 및 중간지도 전략 #5 ․  중간 지도 전략 4.16 0.74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적용

전략 #6 ․  동료교수 진행 전략 4.37 0.73

전략 #7 ․  피드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전략 3.73 1.02

전략 #8 ․  피드백 내용 제시 전략 4.24 0.71

관찰평가 전략 #9 ․  수업과정 평가 전략 4.11 0.86

정리 및 성찰
전략 #10 ․  요약 전략 4.10 0.98

전략 #11 ․  학업노트 사용 전략 4.27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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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모형]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수설계모형의 적용

     RPT & PF를 적용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준다는 측면

에서 교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용어 사용 측면에서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군대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있었다.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교관이 L&T를 적용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이 시작부터 종료시점까

지 모두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용어 중에 

이해가 난해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약 및 성찰이라는 말이 어색

하게 느껴져요. 대위님의 설명을 들으니깐 강평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관, OOO> 

  교육진행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교육도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교육생, OOO>

  나) [전략 #1] 수업이 끝났을 때 교육생이 달성 가능한 상태를 학습목

표로 제시하라.

  기존의 학습목표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학습이 끝난 후에 달성해야할 목

표가“구비한다”, “배양한다”, “숙지한다”, “숙달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이런 동사의 경우 교관과 교육생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

는 통하지만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취급을 했다. 

  학습목표를 진술함에 있어 행위동사를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 해줌에 따

라 교육생들은 이 번 수업시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까지 알게 되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교육생

들도 학습목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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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해 보니깐 학습목표에 대한 의미

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존에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의미 없이 

넘어갔거든요. 하나의 형식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관A, 

OOO>

  학습목표를 제시해주니깐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

속에 그려졌으며 이것만은 꼭 마스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교육생, OOO>

  예전에 그냥 흘려들었을 학습목표를 평가와 연결하여 설명을 해줘

서 집중이 되었으며,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학습해야할지 생각했다. 

<교육생, OOO>

 학습목표의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 웬지 중

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생, OOO>

  다) [전략 #2] 학업성취 수준이 다양하고, 5~7명을 한 조로 편성해라(단, 

편제 미반영 시). 

   이 번 조 편성은 학업성취를 고려하지 못해서 학습에 대한 유용성이 떨어졌

다는 인식과 친밀성이 높은 생활관을 같이 사용하는 동기들과 조 편성이 되어 

좋았다는 교육생도 나타났다. 학업성취와 친밀성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친밀성이 높은 생활관 동기들과 조 편성이 되어 동료교수 및 피드

백 주는 것이 조금은 수월했다. 다른 생활관 동기들과 조 편성이 되었

다면 지금보다는 더 어색해서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육생, OOO>

  우리 조는 열심히 하는 인원이 없고 모두 대충하려는 동기들로 편

성이 되어 동기들에게 배우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교육생, 

OOO>

  보편적으로 조를 편성하는 것이 생활관 단위로 하는 것이예요. 서로 

가까이 있으니깐 물어보기도 쉽고 고민하지 않고 편성할 수 있어요. 

<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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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략 #3] 내용 설명을 하면서 교관이 직접 예시 또는 시범을 보여라.

   교육생의 설문조사 결과 11가지 전략 중에 4.57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은 유용성을 보인 전략이다. 교관이 직접 학습할 내용에 직접 예시와 시

범을 보이는 것은 교육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저는 배울 내용에 대해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교범과 교재를 

보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교관의 예시와 시범

을 통해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공부가 10분 만에 정리가 되는 것

이었어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관의 예시와 시범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습의 모호함을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해요. <교육생, OOO>

  원래 핵심강의를 할 때는 주로 설명을 하지 교관이 직접 시범을 보

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

니깐 교육생들이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관 A, OOO>

  마) [전략 #4] 개방형 질문으로 교육생들을 참여시켜라. 

  개방형 질문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도가 높거나 혼동의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교육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를 시킨 

결과 교관의 질문이 머릿속에 더 많이 기억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너

무 많은 질문은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교육생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

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관의 질문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질문 받은 교육

생이 대답을 못해 교관이 답을 해주더라도 그 자체가 그냥 강의하는 

것 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생, OOO>

  너무 많은 질문을 통한 접촉유지는 핵심내용을 벗어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생과 상호소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질문만 했

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으면 교육생이 힘들어하기 때문

이다. <교육생,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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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략 #5]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육방법이 적절한지 중간지도를 해줘라.

  개인 연구시간을 이용하여 교관이 교육생들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 중간

지도를 해 주었다. 학습목표는 잘 세웠는지, 학습내용에 누락된 것은 없는

지, 설명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중간지도를 해준 결과 교육생들이 L&T

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을 했다. 학습목표는 기존에 교

관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지도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인식을 하였으며 

교육방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설명 및 시연방법이 적절한지를 지도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건 진짜 필수이다. 교관이 지도를 안 해주고 구경만 한다면 교육

생들은 같은 수준에서 계속 맴돌기만 할 것이다. 중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길을 잡아주고 개인이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어 볼 

수 있고 좋은 것 같다. <교육생, OOO>

  예전에 교관님들이 예습지시만 던져주고 공부해서 L&T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번처럼 연구시간을 주고 중간지도를 해줘야 효

과적인 L&T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교육생, OOO>

  사) [전략 #6] 주의집중 ⇒ 학습목표 ⇒ 설명 ⟺ 시연 ⇒ 요약 순으로 

가르치도록 지도해라.

  교관과 교육생들이 전략의 유용성을 느낀 이유는 주의집중과 요약부분이

었다. 이 전략은 교육생들에게 4.37(5점 척도)으로 높은 유용성을 보였으

며 학습에 대한 관심을 끌도록 하는 주의집중과 동료교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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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집중을 오늘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웠는데 부대에서 주임

원사나 행정급관님이 교육 때 들어오면 항상 이슈 되었던 일들을 먼

저 설명해주시면서 관심을 끌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그것

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생, OOO>

  마지막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 요약을 해주니깐 내용 숙지가 더 잘 

되었으며 학습한 내용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

았다. <교육생, OOO>

  주의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 교관들은 적

용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생들에게는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부분은 교수법 시간에 별도로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교관, 

OOO> 

  아) [전략 #7] 피드백을 위한 점검표(루브릭, 체크리스트)를 큰 틀에서 

제공하라.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주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결과 교육생들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체크리스트 때문에 관찰학습 또는 참

여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교육생들에게 체크

리스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

다. 왜냐하면 교육생들은 체크리스트 나눠준 것을 모두 체크해서 이야기 

해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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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피드백을 줄 때는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만 어렴풋이 주

고 피드백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모호한 피드백만 주곤 했는데 체크

리스트가 있으니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피드백을 줘야할지 알

게 되었다. <교육생, OOO>

  한정된 시간 내에 체크리스트를 보고 강평하는데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단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 OOO>

  교육내용보다는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데만 신경을 써서 정작 중용

한 교육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생, OOO>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되니깐 상호적으로 도움 주는 것 보다는 평가 

같은 생각이 든다. 즉, 상호보완 보다는 서로 지적하는 시험 같은 안 

좋은 현상이 생길 것 같다. <교육생, OOO>

  자) [전략 #8] 강점, 강점설명, 약점, 약점설명, 제안을 포함하여 피드백

을 주도록 해라.

  동료로부터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

었으며 특히, 약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것이 피드백을 받는 입장

에서 기존보다 기분이 덜 상하는 것 같아 좋다고 답변 하였다.  

   강점설명은 굳이 필요 없고, 강점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약점과 

약점 설명, 제안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생, OOO>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도움이 되었다. 

특히, 잘못된 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 있었는데 조금은 완화 

되었다. 그렇다고 기분이 안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생, OOO>

  차) [전략 #9] 가르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평가해라.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 교육생들이 실시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동의의 생각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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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은 평가요소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

어요. 얼마나 교육준비를 잘 해서 가르치느냐를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모든 활동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대위님이 말씀하신 4가

지 활동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교관 A, OOO>

  카) [전략 #10] 전체적인 요약을 교육생과 같이해라.

  교육생들이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인식을 했으며 특히, 

교관과 교육생이 함께 요약을 질의응답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리 시간에 교관과 함께 요약을 하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

을 알 수 있었으며 교관이 쭉 해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요약을 해 볼 시간이 주어져서 배운 내용을 되돌

아보았기 때문이다.  <교육생, OOO>

  요약을 작성하는 것보다 질의응답을 하면서 교육생과 같이 배운 내

용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다.  

<교육생, OOO>

  타) [전략 #11] 핵심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학업노트에 

기록하게 하라.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

며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잊어먹더라도 노트를 보면 다시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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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노트에 기록을 하니 나중에 자대에 가서 교관 임무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생, OOO>

  야외 수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기가 일부 제한되며, 학업노트

에 기록하는 것은 또 하나의 행정이다. 교관이 검사해서 평가에 반영

하지 않는 이상 작성할 시간이 주어져도 하는 인원만 할 것이다.  <교

육생, OOO>

3) 최적의 교수설계모형 및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추가 의견

  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습지시 안내를 자세하게 안내하라.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 하나가 예습지시의 구체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예습지시에 안내

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교육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교관은 교육생이 RPT & PF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주어야 한다. 예습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

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교육생들에게는 예습지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관님들은 모

든 교육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말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는데 자세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습지시만 듣고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교육생, OOO>

  나) 긴장감 조성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료평가를 실시해라.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이 적용되는 시간에 여러 조로 구성이 되

어 있기 때문에 교관 1명이 모든 조를 동시에 통제, 지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교관이 우리 조에 와서 

관찰평가를 할 때만 열심히 하고 다른 때에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많이 

한다. 그래서 긴장감 조성과 교관이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평가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평가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점수에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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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은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겠다. 

  1명의 교관이 40~60명의 교육생을 관찰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한 명씩 꼼꼼히 관찰한 후 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

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도 평가가 일부 불공정하다는 이야

기도 나오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생이 교육준비를 많이 해와도 그 

시간에 교관이 다른 곳을 관찰평가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

문입니다. <교관, OOO>  

  L&T 시간에 교육생들은 교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교

관이 우리 조에 올 때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생, OOO>  

  마. 최종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

1) 교수설계모형

  RPT & PF에 기반한 교수설계모형은 1차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

로 수정이 되었다. 과제부여 및 조 편성 단계의 명칭을 예습지시 안내로 

변경하였으며, 개인연구 시간부여 및 관찰평가 단계에서 지도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성찰단계를 정리 및 성찰단계로 변경하였으며 군대 용

어인 강평을 추가로 반영했다. 1차 교수설계모형이 수정 및 변경된 모형은 

다음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11] RPT & PF를 위한 교수설계모형(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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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전략

  RPT & PF를 적용하기 위한 설계전략은 1차 설계전략 11가지를 포함

해서 2가지를 더 추가하여 총 13가지 설계전략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자세

한 내용은 다음 [표 Ⅳ-14]와 같다.

[표 Ⅳ-13] RPT & PF를 위한 설계전략

단 계 설계전략

예습지시 안내

전략 #1. 수업이 끝났을 때 교육생이 달성 가능한 상태를 학

습목표로 제시하라.

전략 #2. 학업성취 수준, 친밀성, 편제,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조를 편성해라.

전략 #3.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습지시를 자세하

게 안내하라. 

핵심강의

전략 #4. 내용 설명을 하면서 교관이 직접 예시 또는 시범을 

보여라.

전략 #5.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생들을 참여시켜라. 

연구 시간부여 

및 지도

전략 #6. 내용이해, 설명 및 시연(시범)방법이 적절한지 지도

를 해줘라.

RPT & PF의 

적용

전략 #7. 주의집중 ⇒ 학습목표 ⇒ 설명 ⟺ 시연(시범) ⇒ 요

약 순으로 가르치도록 지도해라.

전략 #8. 피드백을 위한 점검표(루브릭, 체크리스트)를 큰 틀

에서 제공하라. 

전략 #9. 강점, 강점설명, 약점, 약점설명, 제안을 포함한 구

체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지도해라.

지도 및 

관찰평가

전략 #10. 교육생이 가르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평가해라.

전략 #11. 긴장감 조성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료평가를 

실시해라. 

정리 및 

성찰(강평)

전략 #12. 과목(과제)의 요약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생과 

같이해라.

전략 #13. 핵심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학업노

트에 기록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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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

용한 수업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

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 대해 교관과 교육생의 인식, 수업의 양상, 최적의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1.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

  가. 교관과 교육생의 상대적 인식 차이

  교관과 교육생은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 대해 

앞의 <표 Ⅳ-1>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

나 앞의 <표 Ⅳ-2>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의미한 차이로 교육생이 더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교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교관은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하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

을 했다. 처음 접하는 과목(과제)가 많고 야전부대 경험이 부족한 교육생

에게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성 측면

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생소한 과제인 경우 교육생 스스

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확률이 높아서 

학교교육이 교육생에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관들은 

교관이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OO과정을 담당하는 교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0% 이

상이 상위 교육과정인 △△과정부터 적용하자고 답변하였다. 즉, 교관들은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좋은 교육방법으로 인식으로 하고 있으

나 적용시기 관련해서 OO과정은 약간 이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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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관들은 교육생들의 수준과 교육적 경험을 고려하여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과 교관주도형 수업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나. 학습 분위기의 주요 장점 : 질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 분위기의 주요 

장점은 앞의 [그림 Ⅳ-6]과 같이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교

관주도형 수업에서 교육생은 교관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싶지만 교관과 동

료 교육생을 의식하여 질문을 잘하지 못한다.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  

만큼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교관주도형 수업에서는 제한된다. 

  따라서 교관이 수업을 할 경우 교육생들이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수업 시작 전에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쪽지에 무기명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가능

하다면 교관은 수업 시간내에 답변이 가능한 것은 빨리 답변을 해주는 것

이 좋을 것이다.    

  교육생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

드백을 적용한 수업의 학습 분위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은 교관과 교육생들을 고려하면서 질문이 바뀌

게 된다. 그래서 정작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지 못하고 모두가 

궁금해야 할 것 같은 것을 물어본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문은 남을 

의식하게 되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한다.  질문의 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교관이다. 교관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질문

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질문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아래의 [표 Ⅴ-1]

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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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질문 대상별 질문의 특성 비교

구 분 교관에게 하는 질문 동료에게 하는 질문

길이 상대적으로 길다 상대적으로 짧다

연속성 질문의 단절(1회성) 질문의 연속(연속성)

의식인원 교관-동기(40명) 의식 동기(4명) 의식

질문내용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 본인이 정말 궁금한 것

부담감 높음 낮음

  다. 4가지 학습 유형별 유용성 인식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의 학습 유형은 앞의 

<표 Ⅳ-3>과 같이 4가지 유형(가르칠 때, 관찰할 때, 피드백을 줄 때, 피

드백을 받을 때)이 있다.

  교육생의 경우 4가지 학습유형에 대해 모두 유용하다고 인식했으나 학

습 유형간 유용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특히, 가르칠 때의 학

습과 관찰할 때의 학습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육군 교육사

령부에서 추진하는 L&T(Learning & Teaching)기법이 강조하는 것은 동

료를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것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환경에서

는 동료를 가르칠 때 학습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이 동료가 가르치

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동료교수를 하기위해 거의 모든 교육생이 개인 연구 시간을 활

용하여 공부를 했지만 아래의 [그림 Ⅴ-2]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연구 시간에 공부를 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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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시간에 따른 동료교수 준비인원

  개인 연구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는 교육생들은 개인 연구 시간에 공부

를 실시해 온 교육생의 동료교수활동을 관찰하면서 학습을 한다. 그 교육

생들은 개인 연구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동료 교육생의 교수활동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교육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했다. 늦은 시간까지 개인연구를 해서 공부를 했지만 상호 동

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통해 수업을 하고나면 실력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열심히 교육준비를 해오는 교육생들에게 약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상호 동료평가를 실시하거

나 수업 전에 불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교관주도형 수업방식이었다면 저조 교육생의 경우 조직이 원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우수한 동료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이 원하

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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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T & PF를 적용한 수업의 양상의 이해

  가. 최적의 조 편성을 위한 고려요소

     1) 인원수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에 한 가지가 조 편성 시 인원수이다. 인원수에 따라 학습이 효과적일 수

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원을 몇 명으로 해야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교관 및 교육생들

은 아래 [그림 Ⅴ-2]와 같이 5~7명(52.%), 2~4명(31.4%), 

8~10(16.6%)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2] 조 편성시 적정 인원

  위의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본 결과 2~4명을 선

택한 이유는 가용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원수를 적게 편성해야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인원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0명을 선택한 사람들은 분대 단위의 행동을 하기 

위한 편제를 고려한 것이었다. 가용시간과 편제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과목(과제)라면 보통 5명을 많이 한다고 한다. 

    2) 조 편성 인원의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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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 어떤 인원들이 한 조

를 이루느냐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관과 교육생에게 인원 편성 기준에 대

해 설문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Ⅴ-3] 선호하는 조 편성 방법(교관 및 교육생)

  위의 [그림 Ⅴ-3]을 보면 교관과 교육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이 다르다. 교관은 학업성취 수준을 섞어서 편성하는 것을 1순위로 선택했

으며 교육생들은 생활관 별 편성하는 것을 1순위로 선택했다. 교관이 조편

성을 할 때 학업성취를 고려하는 이유는 조직의 목표를 전 인원이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관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교육생끼리 조가 편성

이 되면 학습효과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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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조 편성시 학업성취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교육생의 경우 같이 생활하는 생활관 동기들끼리 같은 조가 되어 동료들

끼리 친밀성으로 인해 동료교수를 하는데 있어 덜 떨리고 피드백을 줄 때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친밀하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다. 

[그림 Ⅴ-5] 교육생의 친밀성과 유용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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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핵심강의의 필요성

  OO과정 교육생들에게 핵심강의의 필요성을 교관과 교육생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뮬론 처음부터 교육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의의가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급부대의 경우 강의가 필요 없다고 이해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서는 핵심강의의 필요성이 높았다. 

  특히, 아래 [그림 Ⅴ-6]과 같이 생소한거나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교

관의 핵심강의가 더 필요하다. 핵심강의를 통해 스스로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Ⅴ-6] 과제별 교육생의 감정변화

  다. 동료평가의 필요성

   한 명의 교관이 40~70명이 되는 교육생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

한 사항이 있다. 열심히 하는 교육생들의 경우 교관의 관찰평가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교육 준비를 열심히 안 한 교육생이 동료 교육생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평가를 잘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큰 범위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수업은 조별 수업이기 때문에 교육의 준비상태 

또는 열의는 교관보다 동료 교육생이 더 잘 알 수 있다. 

  동료 교육생에게 교관의 관찰평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교관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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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약간의 긴장관계를 유발시켜 학습 분위기를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의 [그림 Ⅳ-7]에서 언급한 잡담

을 많이 하는 학습 분위기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앞의 [그림 Ⅳ-8]

에서 언급한 교관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리 및 성찰의 중요성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의 양상을 살펴보면 교관

과 교육생이 정리 및 성찰(강평)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교

육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관에게 예습지시 및 핵심강의를 듣고 스스

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실시하며 이 

과정을 교관에게 관찰형태로 평가를 받는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하고 관찰평가가 끝난 시점에 교

육생들은 가장 활성화된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스

킬은 올바른 지식과 스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

은 경우 앞의 [그림 Ⅳ-5]의 RPT & PF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같이 교육

생이 준비한 만큼만 배울 수 있으며, 잘못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관과 교육생이 같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하는 시

간이 필요하다. 이런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스킬

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서 야전부

대로 보낼 수가 있다.

  RPT &PF를 적용한 수업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가르쳐보기도 했기 때문에 교관주도형 설명식 수업보다 기억이 오래 지속

된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교육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아도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매개체가 교육 받을 

당시 기록을 해 놓았던 노트필기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나일주, 이지현, 

2012). 과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시기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기

록을 남기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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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서 정리 및 성찰단계는 

교관주도형의 수업보다 더 중요하며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계이지

만 현재 OO과정에서 정리 및 성찰단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또

한 교관과 교육생이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

고 올바른 지식과 스킬을 배우기 위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야전부대에

서의 활용을 위해 핵심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 등을 학업노트

에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조금 더 나아가 교육생에 

의해 작성된 학업노트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될 수도 있다. 요약 및 

정리 전략의 중요성은 아래의 [그림 Ⅴ-7]과 같다.

[그림 Ⅴ-7] 교관이 필요한 교수전략

3. RPT & PF에 기반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 개발

  가.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의 필요성

  육군 교육사령부 지시에 의거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교육사, 2013). 교육사령부에서는 상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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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라고 지시만 했지 구체적인 

교수설계 지침을 주지는 않았다.

  각 학교기관에서는 기존의 교관주도형 수업을 벗어나 학생의 참여가 중

심이 되는 교육기법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하기 위해 다

각적으로 노력을 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교육할 

내용을 축소하였으며, 평가체계도 시험보다는 관찰평가 위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교관의 경우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즉,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효과적으로 하는

지에 대한 지식과 스킬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관들이 RPT & PF를 적용한 수업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했다.  

  교관이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

여 대학교에서 CTL(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역할을 하는 기

관을 군 학교기관에도 도입을 한다고 한다(교육사 2013). 명칭은 육군 전

술센터이며 교관으로 임명된 전 교관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다음의 <표 

Ⅴ-1>과 같은 내용을 교육한다고 한다. 

 <표 Ⅴ-2> 육군 교관능력 개발 프로그램 내용(교육사, 2013)

․ 교수법에 대한 학문적 이론 소개 : 학습의 원칙, 교육철학

․ 학생참여형 교육 소개 및 교수기법 교육

  : Learning & Teaching 교육방법, 창의적 문제해결, 실전적 상황구성 

․ 교수계획 작성 및 교수능력 평가

  학교기관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관들이 먼저 새로

운 교육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 이후

에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한다. 그러나 지금은 교관의 머릿속에 새로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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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에 대한 혼란을 준 상태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 일부 교관들에게 반

감을 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관들이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교육방법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교관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교육생들에게도 미리 RPT&PF의 교육방법에 

대해 이해를 시킨 다음 실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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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혁신의 한 가지로 적극 추진된 상호 동료교수

법 및 동료피드백에 기반한 교육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기존의 교관주도형 

수업에서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변경됨으로써 교관이 가르치지 않고 교육생

이 스스로 공부하여 동료를 가르치고 동료들끼리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

로 바뀌었다. 

  새롭게 추진되는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 대해 

교관과 교육생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수업의 양상 어떠한가?, 최적의 수

업을 설계하기 위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

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사령부에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

의 추전을 받아 예하 OOO학교를 연구학교로 정했으며, OOO학교 교육관

계자의 추천을 받아 OO과정을 연구하기 했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

드백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차 및 2차에 걸쳐 설

문조사를 하였으며 교관과 교육생을 인터뷰 하였다. 수업의 양상을 알아보

기 위해 1개 과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관찰을 실시했으며 교관과 

교육생 인터뷰를 했다. 최적의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

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현존자료 분석, 수행문제 분석을 실시하여 교수설

계모형을 수정하고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1차적으로 개발된 교수설계모

형 및 설계전략은 교수설계 전문가 2명, 군 교육 전문가 2명에게 타당화 

검사를 받고 수정 및 보완하여 OO과정 OOO수업에 적용을 해보았다. 적용

결과를 기초로 최적의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으로써 

교관과 교육생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관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RPT & PF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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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교관도 새로운 영역에서 학습이 발생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교

육생의 전체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교육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학습 분위기 측면에서 질문을 쉽

게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동료를 가르칠 때 훈련지도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내용의 심

층적이 이해를 돕는다고 답변했으며 동료를 관찰할 때 동료의 실수를 통한 

간접경험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동료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답

변했으며, 피드백을 받을 때는 몰랐던 부분을 추가로 알 수 있게 되어 효

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교관의 경우, OO과정에서 적용하기에는 교육생 수준 및 경험적 지식이 부

족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생의 부정적 인식은 학습 분

위기 측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잡담을 많이 하는 분위가 형성되기 때

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생이 준비한 만큼만 배울 수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 

  둘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적의 조 편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크게 4가지로써 가용시간, 편제, 학업성취 수준, 친밀성이다. 특히, 

학업성취 수준은 모든 구성원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하며, 친밀성은 원활한 동료교수 및 동료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상급부대에서는 핵심강의를 지양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

에서 교관과 교육생은 핵심강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생소한 과제이거나 

어려운 과제인 경우 교육생은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적용하기를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과제에 따라 핵심강의를 적절히 실시할 필요성

이 있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하는 수업에서 긴장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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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료평가가 필요하다.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

드백을 적용하는 수업에서 학습의 대부분이 교육생 스스로 학습하는 것과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관과 모든 교육생이 모

인 자리에서 정리 및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잘못된 

지식을 올바른 지식으로 만들 수 있으며, 더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셋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에 기반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의 개발이다. 기존의 교수설계모형을 수정하고 

수행문제를 바탕으로 설계전략 11가지 도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해본

결과 모두 유용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핵심강의시 교관에 의한 예시와 

시범이 4.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생이 동료교수를 할 때 진행순서를 

안내해준 전략이 4.37점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생 의견수렴 결과 예습지시

를 자세하게 하는 전략과 동료평가를 전략을 추가하여 총 13가지 전략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사령부 예하 여러 개의 학교기관 

중에서 OOO학교 OO과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각 학교 및 과정별 

학습자의 수준, 교육내용, 학습 환경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교

육사령부 예하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 결론에 대해

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각 학교 및 과정별로 교관 및 

교육생이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고 수업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을 적용한 수업을 잘 설계하기 위

해 개발한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우

선 OOO학교 OO과정에 다시 한 번 적용을 해보고 수정한 다음에 전 학교

기관에 적용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위의 교수설계모형 및 설계전략을 교범에 수록하여 지침으로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85 -

참 고 문 헌

강정찬, 이상수 (2011).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연구방법으로서 설계기반연구.

교육방법연구, 23(2), 323-354.

김민정(2008). 웹기반 형성적 동료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계기반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3), 85-114.

김일수 (2010). 육군 초급장교 전술역량 증진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설계

모형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종원, 김규환, 이지원, 황명수, 김중복(2012). 과학 교사 연수에서의 동료

교수법의 효과 및 교사의 인식. 과학교육연구지, 36(1), 84-93.

김찬종, 오필석, 전진구. (2005). 연구논문: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초등학생

들의 과학 학업 성취도 차이 및 피드백에 대한 반응. 초등과학교육,

24(2), 111-122.

김한미(2011). 교육을 억압하는 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4(2), 1-26.

나일주, 정인성 (1992). 최신교수설계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나일주 (2009). 교육공학 관련 이론. 파주: 교육과학사

나일주 (2007). 현대 교육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나일주, 이지현 (2011). 정보 요약의 과정 및 원리 탐구: 최우수 학습자들의

노트 필기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27(2), 365-399.

남정희, 최준환, 공영태, 문성배, 이석희(2004). 연구논문: 자기평가에 대한

피드백 유형이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와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3), 646-658.

박경선, 나일주. (2011). 교수-학습 환경에서의 맥락설계 원리 및 모형 개

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7(1), 1-37.

박기용 (2007). 교수설계 모형과 실천 간의 차이와 원인 분석. 교육공학연



- 86 -

구, 23(4), 1-30.

박기용 (2010). 숙련된 교사의 수업설계 활동에 토대한 수업설계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26(3), 21-52.

박성익 (1997a). 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I). 서울: 교육과학사.

박성익 (1997b). 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II). 서울: 교육과학사.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1)(4판).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임정훈, 정현미, 송해덕, 장수정, 장경원,

이지연, 이지은 (2012). 교육공학의 원리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박창욱, 문교식(2004). 초등학교의 독서교육을 위한 웹 기반 동료평가 시스

템의 구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8(4), 471-480.

변영계 (2011)(2판). 교수, 학습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

서수연 (2011). 가네의 수업사태(instructional event)별 비계설정

(scaffolding) 교수전략에 따른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평가.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충기. (2003). 대학교수의 교수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0(2), 121-150.

송영민 (2010). 공군 핵심가치 교육을 위한 태도 교수설계 원리 개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선애, 송해덕(2013). 온라인 동료 피드백 유형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 2013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81-692.

신효정, 정혜욱, 조광수, 이지형. (2012). 효율적인 피어리뷰 학습을 위한 회

귀 모델 기반 학습성과 예측 방법.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2(5), 624-630.

안정은(2009). 무들의 워크숍 모듈을 활용한 웹 기반 동료 평가 시스템.

2009 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335-337 쪽 (총 3 쪽).

오인경, 최정임 (200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 서울: 학지사.

유정아. (2009). 대학교원을 위한 교수법 증진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 87 -

1)-C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343-367.

육군교육사령부 (2011).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발전 추진계

획. 보고자료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 (2012). 12년 전입교관 소집교육 계획. 보고자

료

육군 기계화학교 (2012). 13년 학교교육계획.

육군본부 (2013). 육군 교육훈련의 혁신. 보고자료.

육군본부 (2013). 13년 학교교육계획.

육군본부 (2006). 교수법. 야전교범 7-0-1.

육군본부 (2012). 군사용어사전. 야전교범 3-0-1.

육군본부 (2012). 교육훈련. 야전교범 7-0.

육군 부사관학교 (2013). 13년 학교교육계획.

이만희. (2012). 정보교과교육: 컴퓨터 실습 교육에서의 상호 동료 교수법

활용 방안.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6(2), 7-12.

이영주(2012). 동료피드백 활동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수업설계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28(4), 687-706.

이용숙 (2011). ‘우수수업 상’ 수상 교수의 수업유형과 특성에 대한 문화기

술적 연구. 교육방법연구, 23(1), 175-211.

이용숙 (2001). 대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

연구, 4(3), 227-253.

이정희(2012). 동료 간 상호리뷰와 글 수정행동. 인지과학, 23(1), 47-71.

이지형. (2011). 글쓰기 학습의 피어리뷰 (peer review) 정보를 이용한 학

습자 패턴 분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1 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

발표논문집, 21(1), 75-77.

이지형(2011). 동료 평가 환경에서 동료 간 매치에 따른 학습 성과 추론

모델.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1(1), 78-79.

이현주, 최경희, 남정희(2000). 연구논문: 형성평가의 피드백 유형이 학생들



- 88 -

의 과학 성취와 태도,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

교육학회지, 20(3), 479-490.

임철일 (1994). 개념적 이해를 위한 수업설계이론의 형성적 연구. 교육공학

연구, 10(1), 45-64.

임철일 (1995). 교수설계이론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의 탐색. 교육학연

구, 33(3), 207-222.

임철일 (2000). 대학의 사이버 강좌 개발을 위한 사태 중심 교수설계 전략

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16(4), 155-174.

임철일, 박복미, 송승훈(2006). 원격대학 이러닝에 있어서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 평생학습사회, 2(2), 1-22.

임철일, 연은경 (2007). 절차적 시뮬레이션 설계원리에 관한 형성 연구. 교

육정보미디어연구, 13(4), 127-154.

임철일, 최소영, 홍미영 (2010). 초등학교 초임 교사를 위한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의 개발 연구. 교육공학연구, 26(4), 121-147.

임철일 (2011).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 활용의 이해(2판). 파주: 교유과

학사.

임철일 (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제2판). 파주: 교육과학사.

정인성, 임철일, 최성희, 임정훈. (2000). 평생교육을 위한 웹 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효과분석. 교육공학연구, 16(1), 223-246.

정재삼, 임규연, 김영수, 이현우 (2012)(공역). 교수설계 지식기반. 서울: 학

지사.

정현주(2007). 웹기반 학습에서의 교류적 피드백 개발전략 탐색. 교과교육

학연구, 11(1), 213-233.

조용개, 심미자, 이은화, 이재경, 손연아, 박선희 (2011).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전략. 서울: 학지사.

최성열. (2006). 대학에서의 인문학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과 우

수 인문학 강의 사례 분석. 교육과학연구, 37(1), 101-128.

하정혜(2006). 또래상호교수학습을 활용한 고등학교 윤리 수업의 효율화



- 89 -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22.

학생군사학교 (2013). 학군사관 교육훈련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

한정선, 오정숙(2008). 동료평가가 온라인 토론 양상에 미치는 변화 연구.

교육공학연구, 24(1), 87-107.

허희옥, 우선자, 강의성(2002). 컴퓨터 실습 수업에서 동료교수법과 학습자

의 성향이 학업 성취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교

육학회, 5(4), 19-29.

Azmitia, M. (1988). Peer interaction and problem solving: When are two

heads better than one?. Child development, 87-96.

Bardwell, R. (1981). Feedback: How does it functio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al, 4-9.

Cameron, J., & Pierce, W. D. (1994). Reinforcement, reward,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ta-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3), 363-423.

Carr-Chellman, A. A., & Reigeluth, C. M. (2002). Whistling in the dark?

Instructional design and technology in the schools. Trends and

issues in instructional design technology, 239-255.

Cho, K., & MacArthur, C. (2011). Learning by review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3(1), 73-84.

Cho, K., Schunn, C. D., & Charney, D. (2006). Commenting on Writing

Typology and Perceived Helpfulness of Comments from Novice

Peer Reviewers and Subject Matter Experts. Written

Communication, 23(3), 260-294.

Cho, K., Schunn, C. D., & Wilson, R. W. (200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caffolded peer assessment of writing from instructor and

student perspectiv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4),

891-901.

Cho, K., & Schunn, C. D. (2007). Scaffolded writing and rewriting in



- 90 -

the discipline: A web-based reciprocal peer review system. Computers

& Education, 48(3), 409-426.

Cho, Y. H., & Cho, K. (2011). Peer reviewers learn from giving

comments. Instructional Science, 39(5), 629-643.

Clark, C. M., & Dunn, S. (1991). Second-generation research on

teachers’ planning, intentions, and routines. Effective teaching:

Current research, 183, 201.

Cole, S., Coats, M., & Lentell, H. (1986). Towards good teaching by

correspondence. Open Learning, 1(1), 16-22.

Driscoll. M. P. (1989). Alternative views. Educational Technology, July,

33-34.

Earle, R. S. (1994). Instructional Design and the Classroom Teacher:

Looking back and Moving Ahead. Educational Technology, 34(3),

6-10.

Elawar, M. C., & Corno, L. (1985). A Factorial Experiment in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2), 162-73.

Forman, E. A., & McPhail, J. (1993). Vygotskian perspective on

children's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activities. Contexts for

learning: Sociocultural dynamics in children's development,

213-229.

Gagné, R. M. (1977). The conditions of learning(3rd ed). New York:

Holt, Rienhart and Winston.

Gagné, R. M. (1985). The conditions of learning(4rd ed). New York:

Holt, Rienhart and Winston. 전성연, 김수동(1998)(역). 교수-학습이

론. 서울: 학지사.

Goldschmid, B., & Goldschmid, M. L. (1976). Peer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 review. H igher Education, 5(1), 9-33.

Goodlad, S., & Hirst, B. (1989). Peer Tutoring. A Guide to Learning by



- 91 -

Teaching. Nichols Publishing, PO Box 96, New York, NY 10024.

Hmelo, C. E., Guzdial, M., & Turns, J. (1998). Computer-Support for

Collaborative Learning: Learning To Support Student Engagement.

Journal of Interactive Learning Research, 9(2), 107-129.

Jonassen, D. H. (1991). Objectivism versus constructivism: Do we need

a new philosophical paradigm?.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39(3), 5-14.

Kerwin, M. L. E., & Day, J. D. (1985). Peer influences on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pp.

211-228). Springer New York.

Kulhavy, R. W. (1977). Feedback in written instruc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2), 211-232.

Mory, E. H. (1996). Feedback Research. In D. H. Jonassen(Ed.),

Handbook of research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pp. 919-956). New York, NY: Macmillan.

Reiser, R. A., & Dick, W. (1996). Instructional planning: A guide for

teacher(2th). Boston: Allyn and Bacon.

Rubin, L., & Hebert, C. (1998). Model for active learning: Collaborative

peer teaching. College Teaching, 46(1), 26-30.

Smith, P L., & Ragan, T. J. (1999). Instructional design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Topping, K. (1998). Peer assessment between student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3), 249-276.

Wagner, L. (1982). Peer teaching: Historical perspectives. London:

Greenwood Press.

Whitman, N. A., & Fife, J. D. (1988). Peer Teaching: To Teach Is To

Learn Twice.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No. 4, 1988.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s, The George Washington



- 92 -

University, One Dupont Circle, Suite 630, Dept. RC, Washington,

DC 20036-1183.

Young, A. C., Reiser, R. A., & Dick, W. (1998). Dosuperior teachers

employ systematic instructional planning procedures? A descriptive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6(2),

65-78.



- 93 -

부 록

부록 #1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설문지 1차(교관용)

부록 #2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설문지1차(교육생용)

부록 #3  동료피드백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록 #4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 타당화 설문지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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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에 관한 설문지 2차(교관용)

부록 #6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실행에 관한 설문지 2차(교육생용)

부록 #7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면담 질문지(교관용)

부록 #8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면담 질문지(교육생용)

부록 #9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L&T를 위한 교육 진행절차 및 

 설계전략에 관한 설문지(교육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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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설문지(1차)

(교관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소령(진) 강호택입니다. 먼

저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본 설문지는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rning & Teaching

(학술적 표현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교육방법을 연구하는 내용으

로서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Learning & Teaching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

용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가르치는 활동에서의 학습”, “피드백 활동에서의 학습”에 대해 연구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미래의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 및 

향상시키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설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

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강호택 올림

[연구자 연락처]

  핸드폰 : 010-8836-6742, E-mail : kht12519@army.mil  / kht12519@snu.ac.kr 

※ 설문에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 교육학적 맥락
Learning & Teaching(L&T)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관(전문교관, 담임교관) 교수자

교육생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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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 교육방법 적용시 학습 분위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장점 :

  ② 단점 :

2.  L&T의 교육방법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장점 :

  ② 단점 :

3. 교육생이 가르쳐 보는 것을 해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4. 교육생이 “동료 교육생의 가르치는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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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생이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얻어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6. 교육생이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이후에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받음으

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7. L&T 교육방법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발전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것은?

   ① 학교측 :

   ② 교관측 :

   ③ 교육생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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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T 교육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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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설문지(1차)

(교육생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소령(진) 강호택입니다. 먼

저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본 설문지는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rning & Teaching

(학술적 표현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교육방법을 연구하는 내용으

로서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Learning & Teaching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

용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가르치는 활동에서의 학습”, “피드백 활동에서의 학습”에 대해 연구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미래의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 및 

향상시키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설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

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강호택 올림

[연구자 연락처]

  핸드폰 : 010-8836-6742, E-mail : kht12519@army.mil  / kht12519@snu.ac.kr 

※ 설문에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 교육학적 맥락
Learning & Teaching(L&T)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관(전문교관, 담임교관) 교수자

교육생 학습자



- 99 -

1. L&T 교육방법 적용시 학습 분위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장점 :

  ② 단점 :

2.  L&T의 교육방법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장점 :

  ② 단점 :

3. 내가 가르쳐 보는 것을 해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내가 “동료 교육생의 가르치는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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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6. 내가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이후에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7.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발전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학교측 :

   ② 교관측 :

   ③ 교육생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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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교육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면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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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동료피드백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 분 피드백 문항

교

수

법

주의집중 • 교육생이 흥미를 갖도록 동료교수를 시작하는가?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가?

설명 

및 시연

• 설명과 시연이 논리적 순서에 의해 구성되었는가?

•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교육생과 상호작용을 하는가?

요약 • 학습 내용을 적절히 요약을 하는가?

기타

•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가?

• 목소리 크기, 말의 속도, 발음은 적절한가?

• 시선처리, 제스쳐(손동작, 몸의 움직임)는 적절한가? 

학

습

내

용

핵심내용 • 핵심 내용을 누락 없이 설명하는가?

오류지적 • 잘못된 지식이나 행동을 선보이지는 않는가?

내용추가 •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공유할 내용이 있는가?

기타 •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싶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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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 타당화 설문지

❏ 해당란에 “O”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타당성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은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교육방법을 적용한 교수설

계모형 / 설계전략으로서 타당하다.

설명력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은 상호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교육방법을 설명력 있게 표

현되어 있다.

유용성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은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보편성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은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

용어

엄정성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에 사용된 용어는 

각 활동들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다. 

기타

의견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의 교육방법을 교수자

가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의 개발 관점에서 보

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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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교관용>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실행에 관한 설문지(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령(진) 강호택입니

다. 석사학위논문으로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rning & 

Teaching(학술적 표현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맥락에서 특히, “가르

치는 활동에서의 학습” 및 “피드백 활동에서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지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과 동료피드백 적용의 필요성 및 효과성, 최적의 교수설계모형에 관한 교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지는 Ⅰ-Ⅳ영역으로 총 8면이며, 응답 소요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응답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분석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래 육군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

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

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강호택 드림

                                                  지도교수 임철일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 010-8836-6742  /  E-mail : kht12519@army.mil, 

kht1251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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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사항

1. 소속?

   ① 부사관학교       ② 보병학교       ③ 기계화학교      ④ 학생군사학교 

   ⑤ 기타 (                                  )

2. 계급?

   ① 중사   ② 상사   ③ 원사   ④ 중위   ⑤ 대위   ⑥ 소령   ⑦ 기타

3. 교관 임무 수행 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이하  ③ 2년 초과 ~ 3년 이하  ④ 3년 초과

4. 군 복무기간?

   ① 5년 이하 ② 5년 초과 ~ 10년 이하 ③ 10년 초과 ~ 15년 이하  ④ 15년 초과

--------------------------------------------------------------------------------------------

Ⅰ. 기초개념

1. 이 설문에 적용된 용어를 설명합니다. 

   잘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설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 교육학적 맥락
Learning & Teaching(L&T)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관 교수자
교육생 학습자

     위의 3 가지 용어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2.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은 총 4가지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학습방법
상호 

동료교수법

유형 1  가르치는 활동을 준비하고 동료를 가르쳐 봄으로써
유형 2  동료가 가르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동료피드백
유형 3  동료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유형 4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위의 4 가지 학습유형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를 선택하시면 다음 설문으로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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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 실행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L&T의 교육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L&T의 교육방법이 기존의 교관 주도 강의형 교육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

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나는 교관들마다 L&T의 교육방법에 대한 적용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교육생들은 L&T의 교육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교육생이 동료들을 가르칠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교육생이 가르쳐 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자신감 향상           ② 내용의 심층적 이해        ③ 창의력 증진   

  ④ 훈련지도 능력 향상    ⑤ 책임감 증진               ⑥ 기타(           )

7. 나는 교육생들이 “동료 교육생이 가르치는 것을 관찰”할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교육생이 “동료 교육생의 가르치는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창의적 설명방법  ② 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③ 동료의 실수를 통한 간접경험

  ④ 내용의 심층적 이해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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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교육생이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줄 때 학

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교육생이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얻어

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평가 및 지도 능력                    ②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

     ③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        ④ 해결안을 찾는 능력

     ⑤ 기타(                 )

11. 나는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교육생”이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교육생”이 동료 교육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잘 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② 몰랐던 부분을 추가로 알 수 있다.

   ③ 학습동기를 자극한다.                ④ 동료의 소중함을 느낀다.

   ⑤ 기타(                 )

13. L&T의 교육방법 적용시 학습 분위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교육생 수준에서 설명해준다. ②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다. ③ 마음이 편안하다. 

   ④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⑤ 기타(                  )

14.  L&T의 교육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잘못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②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③ 교육생이 준비한 만큼만 배운다.     ④ 열심히 하는 교육생만 열심히 한다. 

   ⑤ 교관이 볼 때만 열심히 한다.        ⑥ 기타(                       )

15.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 교육생들만 “가르치는 활동을 수행”할 때가 있다고 생

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교육생의 경우 자신이 발표를 준비한 부분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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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기복무자와 장기복무 희망자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나는 교육생들이 동료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 준비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나는 교육생들이 “동료 교육생의 가르치는 행동”을 집중해서 관찰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나는 교육생들이 “동료 교육생의 가르침”을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나는 교육생들이 동료의 피드백을 주의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나는 동료 교육생들끼리 주고받는 피드백의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L&T의 교육방법 적용시 학습 분위기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잡담을 많이 한다.      ② 서로를 무시한다.     ③ 의견충돌이 발생한다. 

   ④ “했다치고”식이 된다.    ⑤ 지루하다.            ⑥ 기타(             )

--------------------------------------------------------------------------------------------

Ⅲ. 다음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 실행에 관한 

교수설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L&T 교육방법 적용시 교관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① 예습지시 단계           ② 핵심강의 단계        ③ 개인연구 지도 단계

   ④ L&T 실습 단계           ⑤ 교육생 평가 단계     ⑥ 강평 / 요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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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예습지시 단계 시간이 정과교육 시간으로 편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예습지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① 학습목표                 ② 교육시간             ③ 교육내용(문제상황)

   ④ 교육방법                 ⑤ 평가방법             ⑥ 참고자료

   ⑦ 기타1(           )       ⑧ 기타2(            )   ⑨ 기타3(          )

4. 나는 교관별 예습지시에 포함한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L&T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4명      ② 5~7명      ③ 8~10명    ④ 11~13명      ⑤ 14명 이상

6. 조 편성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② 생활관 별(교번 순으로)

  ③ 비슷한 학업 성취 수준(“상”은 “상”끼리, “중”은 “중”끼리, “하”는 “하”끼리)

  ④ 잘하는 교육생과 못하는 교육생을 섞어서(“상”수준 + “중” 수준 + “하”수준)

  ⑤ 하고 싶은 인원들끼리  

7. 나는 교육생들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참고자료(교범, 교재, CBT)를 제공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교육생들이 L&T를 적용하기 전에 교관에 의한 과목(과제)에 대한 “핵심강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핵심강의 시 필요한 교수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주의집중(동기유발) 전략    ② 시범 전략               ③ 질문 전략

   ④ 요약 및 정리 전략      ⑤ 학습목표 제시 전략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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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생들의 개인 연구시간을 정과교육에 포함하여 준비 시간을 보장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나는 교육생이 개인 연구를 할 때, 중간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교육생들이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나는 교육생들이 4명 이상의 동료교육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교관이 주는 

피드백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교육생들의 경우 피드백을 줄 때 주로 포함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① 잘된 점                 ② 잘된 이유            ③ 잘못한 점

   ④ 잘못한 이유             ⑤ 제안점               ⑥ 기타(            )

15. 나는 교육생들이 동료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나 점검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야전(실무)부대에서의 활용을 대비하여 자신만의 학업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나는 교관들을 대상으로 L&T에 대한 소집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L&T에 대한 소개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L&T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내용(과목, 과제)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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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는 처음 접하는(생소한) 과목 및 과제도 L&T에 의해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과목 및 과제에 대해 L&T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교육시간                  ② 교육내용           ③ L&T의 목적

   ④ 야전(실무)부대에서의 임무수행                    ⑤ 기타(          )

22. 실습 교보재 및 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나는 교육생이 실시하는 L&T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부사관의 경우 언제부터 L&T에 의해 교육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양성과정부터             ② 초급반부터             ③ 중급반부터

    ④ 고급반부터               ⑤ 기타(              )

25. 장교의 경우 언제부터 L&T에 의해 교육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양성과정부터             ② 초군반부터             ③ 고군반부터

    ④ 합동대학부터             ⑤ 기타(              )

--------------------------------------------------------------------------------------------

Ⅳ. 기타

  ※ 본 설문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본 설문에는 포함되지 않

았지만 추가로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

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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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육생용>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실행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령(진) 강호택입니

다. 석사학위논문으로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rning & 

Teaching(학술적 표현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맥락에서 특히, “가르

치는 활동에서의 학습” 및 “피드백 활동에서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지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

과 동료피드백 적용의 필요성 및 효과성, 최적의 교수설계모형에 관한 교육생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지는 Ⅰ-Ⅳ영역으로 총 8면이며, 응답 소요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응답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분석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래 육군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

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

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강호택 드림

                                                  지도교수 임철일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 010-8836-6742  /  E-mail : kht12519@army.mil, 

kht1251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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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사항

1. 소속?

   ① 부사관학교       ② 보병학교       ③ 기계화학교      ④ 학생군사학교  

2. 계급은?

   ① 하사       ② 중사         ③ 소위          ④ 중위         ⑤ 대위 

3. 군 복무기간은?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 ~ 2년 이하  ③ 2년 초과 ~ 3년 이하  ④ 3년 초과

4.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 휴학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휴학  ⑤ 4년제 졸업 이상

5. 복무형태?

   ① 단기복무 희망   ② 장기복무 희망   ③ 미결정한 상태    ④ 장기복무자

--------------------------------------------------------------------------------------------

Ⅰ. 기초개념

1. 이 설문에 적용된 용어를 설명합니다. 

   잘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설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 교육학적 맥락
Learning & Teaching(L&T)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교관 교수자
교육생 학습자

     위의 3 가지 용어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2.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은 총 4가지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학습방법
상호 

동료교수법

유형 1  가르치는 활동을 준비하고 동료를 가르쳐 봄으로써
유형 2  동료가 가르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동료피드백
유형 3  동료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유형 4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위의 4 가지 학습유형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를 선택하시면 다음 설문으로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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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 실행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

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L&T의 교육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L&T의 교육방법이 기존의 교관 주도 강의형 교육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나는 교관님들마다 L&T의 교육방법에 대한 적용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교관님들은 L&T의 교육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동료들을 가르쳐 볼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내가 가르쳐 보는 것을 해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자신감 향상           ② 내용의 심층적 이해     ③ 창의력 증진   

  ④ 훈련지도 능력 향상    ⑤ 책임감 증진            ⑥ 기타(              )

7. 나는 “동료 교육생이 가르치는 것을 관찰”할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내가 “동료 교육생의 가르치는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① 창의적 설명방법  ② 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③ 동료의 실수를 통한 간접경험

  ④ 내용의 심층적 이해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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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줄 때 학습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내가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평가 및 지도 능력                    ②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

     ③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        ④ 해결안을 찾는 능력

     ⑤ 기타(                 )

11. 나는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교육생”이 동료 교육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내가 “가르치는 활동”을 실시한 이후에 동료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잘 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② 몰랐던 부분을 추가로 알 수 있다.

   ③ 학습동기를 자극한다.               ④ 동료의 소중함을 느낀다.

   ⑤ 기타(                 )

13. L&T의 교육방법 적용시 학습 분위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교육생 수준에서 설명해준다. ②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다. ③ 마음이 편안하다. 

   ④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⑤ 기타(                  )

14. L&T의 교육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잘못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②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③ 교육생이 준비한 만큼만 배운다.     ④ 열심히 하는 교육생만 열심히 한다. 

   ⑤ 교관이 볼 때만 열심히 한다.        ⑥ 기타(                       )

15. 나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 교육생들만 “가르치는 활동을 수행”할 때가 있다

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자신이 발표를 해야 하는 부분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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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단기복무자와 장기복무 희망자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나는 동료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 준비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나는 “동료 교육생의 가르치는 행동”을 집중해서 관찰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나는 “동료 교육생의 가르침”을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나는 동료의 피드백을 주의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나는 동료 교육생들끼리 주고받는 피드백의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나는 L&T의 교육방법 적용시 학습 분위기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잡담을 많이 한다.      ② 서로를 무시한다.     ③ 의견충돌이 발생한다. 

   ④ “했다치고”식이 된다.    ⑤ 지루하다.         ⑥ 기타(               )

--------------------------------------------------------------------------------------------

Ⅲ. 다음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상호 동료교수법과 동료피드백 실행에 

관한 교수설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

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L&T 교육방법 적용시 교관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① 예습지시 단계           ② 핵심강의 단계        ③ 개인연구 지도 단계

   ④ L&T 실습 단계          ⑤ 교육생 평가 단계      ⑥ 강평 / 요약 단계

2. 나는 “예습지시 단계” 시간이 정과교육 시간으로 편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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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습지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① 학습목표               ② 교육시간            ③ 교육내용(문제상황)

   ④ 교육방법               ⑤ 평가방법            ⑥ 참고자료

   ⑦ 기타1(             )    ⑧ 기타2(           )  ⑨ 기타3(             )

4. 나는 교관별 예습지시에 포함한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L&T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 편성시 최적의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2~4명      ② 5~7명      ③ 8~10명    ④ 11~13명      ⑤ 14명 이상

6. 조 편성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② 생활관 별(교번 순으로)

  ③ 비슷한 학업 성취 수준(“상”은 “상”끼리, “중”은 “중”끼리, “하”는 “하”끼리)

  ④ 잘하는 교육생과 못하는 교육생을 섞어서(“상”수준 + “중” 수준 + “하”수준)

  ⑤ 하고 싶은 인원들끼리  

7. 나는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참고자료(교범, 교재, CBT)를 제공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L&T를 적용하기 전에 교관에 의한 과목(과제)에 대한 “핵심강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핵심강의 시 교관들에게 필요한 교수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주의집중(동기유발) 전략    ② 시범 전략            ③ 질문 전략

   ④ 요약 및 정리 전략    ⑤ 학습목표 제시 전략    ⑥ 기타(             ) 

10. 나는 개인 연구시간을 정과교육에 포함하여 준비 시간을 보장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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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개인 연구를 할 때, 교관이 중간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나는 4명 이상의 동료교육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교관이 주는 피드백 수준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동료에게 피드백을 줄 때 주로 포함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① 잘된 점                 ② 잘된 이유            ③ 잘못한 점

   ④ 잘못한 이유             ⑤ 제안점               ⑥ 기타(             )

15. 나는 동료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나 점검표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야전(실무)부대에서의 활용을 대비하여 자신만의 학업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나는 교관님들을 대상으로 L&T에 대한 소집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L&T에 대한 소개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L&T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내용(과목, 과제)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나는 처음 접하는(생소한) 과목 및 과제도 L&T에 의해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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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목 및 과제에 대해 L&T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교육시간                ② 교육내용             ③ L&T의 목적

   ④ 야전(실무)부대에서의 임무수행                    ⑤ 기타(             )

22. 나는 실습 교보재 및 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나는 교육생이 실시하는 L&T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부사관의 경우 언제부터 L&T에 의해 교육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양성과정부터              ② 초급반부터              ③ 중급반부터

     ④ 고급반부터                ⑤ 기타(              )

25. 장교의 경우 언제부터 L&T에 의해 교육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양성과정부터              ② 초군반부터              ③ 고군반부터

     ④ 합동대학부터              ⑤ 기타(              )

--------------------------------------------------------------------------------------------

Ⅳ. 기타

  ※ 본 설문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본 설문에는 포함되지 않

았지만 추가로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

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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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면담 질문지 

[2013년 O월 OO일 / 교관용 ]

소속 :                계급 :               직책 :                 성명 :  

구�분 질�문�내�용 체크

도입�질문

•�새롭게�적용된� L&T� 교육방법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L&T� 교육방법의�효과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L&T� 교육방법과�교관주도형�교육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호

동료

교수법�

실제 •�교육생�상호간�가르치는�활동�시�어려운�점은� 무엇입니까?�

느낌 •�교육생�상호간�가르치는�활동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인 •�교육생이�동료를�가르치면서�어려움이�있었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해결안 •�가르치는�활동의�어려움을�줄이기�위해�어떤�개선이�있어야�합니까?

최적 •�동료교수법�적용에서의�바람직한�상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동료

피드백

실제 •�교육생�상호간�피드백에서�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느낌 •�교육생�상호간�피드백�활동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인 •�교육생이�동료피드백�적용을�어려워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해결안 •�피드백의�어려움을�줄이기�위해서는�어떤�개선이�있어야�합니까?

최적 •�동료피드백�적용에서의�바람직한�상태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정리�질문

•�교관들�대상으로� L&T에�대한�소집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까?

•�최적의� L&T� 교육을�하기� 위해�개선되어야�하는� 것은�무엇입니까?

•� L&T를�위한� 교수설계모형(별도제시)이�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 Learning & Teaching(육군 맥락)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교육학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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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면담 질문지 

[2013년 O월 OO일 / 교육생용 ]

소속 :               계급 :                 직책 :                 성명 :   

구�분 질�문�내�용 체크

도입�질문

•�새롭게�적용된� L&T� 교육방법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L&T� 교육방법의�효과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L&T� 교육방법과�교관주도형�교육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호

동료

교수법�

실제 •�교육생�상호간�가르치는�활동에�있어� 어려움은�무엇입니까?�

느낌 •�동료를�가르치는�교육생의�역할을�수행할�때�어떤� 느낌이�드십니까?

원인 •�교육생이�동료를�가르치면서�어려움이�있었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해결안 •�교육생�상호간�가르치는�활동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 방법은?

최적 •�동료교수법�적용에서의�바람직한�상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동료

피드백

실제 •�교육생�상호간�피드백을�주고받는데�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느낌 •�교육생들이�실시하는�피드백을�보면�어떤�느낌이�드십니까?

원인 •�교육생이�동료피드백�적용을�어려워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해결안 •�피드백의�어려움을�줄이기�위해서는�어떤�개선이�있어야�합니까?

최적 •�동료피드백�적용에서의�바람직한�상태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정리�질문

•� L&T� 교육방법에�대한� 소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까?

•�최적의� L&T� 교육을�하기� 위해�개선되어야�하는� 것은�무엇입니까?

•� L&T를�위한� 교수설계모형(별도제시)이�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 Learning & Teaching(육군 맥락)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교육학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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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교육생용>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L&T를 위한 
교육 진행절차 및 설계전략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문은 새롭게 개발된 “L&T 교육 진행절차 및 설계전략”을 적용한 수업

을 참여한 후 교육생의 의견을 묻는 설문입니다. 본인이 관찰하고 실시한 결과

를 근거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개발된 Learning & Teaching식 교육 진행절차

❏ Learning & Teaching을 위한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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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이 번 과목에 적용된 L&T 교육 진행절차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2. 나는 첫 시간에 학습목표를 제시해 준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3. 나는 이번에 적용된 조 편성 방법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4. 나는 교관이 핵심강의시 직접 예시 및 시범을 보여준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

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5. 나는 교관이 핵심강의시 교육생들에게 자주 질문하는 전략이 학습에 효과적이

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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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개인 연구 시간에 교관이 중간지도를 해준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7. 나는 동료교수시 “주의집중 ⇒ 학습목표 ⇒ 설명 ⟺ 시연 ⟺ 요약” 순으로 가르

친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8. 나는 동료피드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9. 나는 피드백을 줄 때 강점, 강점설명, 약점, 약점설명, 제안을 포함하여 피드백

을 하는 방법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10. 나는 교관이 교육생을 관찰하면서 가르치는 것, 관찰하는 것, 피드백을 주는 

것, 피드백을 경청하는 것 등을 평가하는 것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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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정리 시간에 교관과 교육생이 함께 요약하는 것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12. 나는 교육을 받으면서 과목의 핵심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깨달은 내용을 

학업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점,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13. 마지막으로 L&T 교육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육진행절차와 설계

전략을 개발하기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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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RPT� &� PF를�위한�교수설계모형� /� 설계전략�소개자료

❏ 용어 정리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Reciprocal Peer Teaching & Peer Feedback)

의 개념을 육군에서는 Learning & Teaching 개념으로 사용

  ❍ RPT & PF = L & T

❏ 상호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Learning & Teaching) 교육방법 개념

(육군본부,2012).� 교육훈련.� 야전교범� 7-0

  ❍ 교육생이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가장 효

과적으로 체득하는 방법은 타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숙달하는 것”이라는 

교육 이론에 기초한 방법

  ❍ 교육생 상호간 교관과 교육생 역할을 교대하면서 실습하고 강평과 지도를 통

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투지휘 및 훈련지도 능력을 배양

❏ 현 교수설계모형(Learning & Teaching식 교육 진행절차)

  ❍ Learning & Teaching식 교육 진행절차

과제부여 / 연구 교관 강의
교관화 실습 / 

동료지도

교관화 숙달 과제 

부여 / 개인연구
Key Point 정리

행동화 숙달, 

교관평가 

  ❍ 문제점

    • 교관의 입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함.

      ⇒ 교관화 실습과 동료지도는 교관이 아니라 교육생들이 하는 것임

    • L&T 실습 후 교관에 의한 정리 시간이 미반영

    • 진행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미제시하여 교관이 적용하는데 어려움 발생

      ⇒ L&T를 위해 조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핵심강의시 Key Point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효과적인 교관화 실습 / 동료지도시 안내를 해야할 사항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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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된 교수설계모형

[그림 1-1] RPT & PF를 위한 교수설계모형

❒ RPT & PF를 위한 교수설계모형 적용시 주요활동

❒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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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수업이 끝났을 때 교육생이 달성 가능한 상태를 학습목표로 제시하라.

   ⇒ 바람직한 학습목표는 일반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진술된 것이 아니라 관찰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지식이나 기능, 태도를 명확

히 진술해야 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를 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학

습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키고,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Mager, 

1962). 

전략 #2. 학업성취 수준이 다양하고, 5~7명을 한 조로 편성해라. 

   ⇒ 1차 자료수집 설문 결과 교관과 교육생들은 조를 편성할 경우 학업성취 수

준을 고려하여 수준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것은 수준

이 저조한 인원끼리 조가 편성되었을 경우 학습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또한 최적의 인원은 피드백의 질(Cho & 

MacArthur, 2010)과 가용시간의 적절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인원을 5~7

명으로 정해보고자 한다. 

전략 #3. 내용 설명을 하면서 교관이 직접 예시 또는 시연을 보여라.

   ⇒ 교관의 시연은 교육생에게 모범적인 모델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

가 크다. 시범을 보일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원리와 절차 순서대로 논리적인 시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연

을 보이면서 질문으로 학생들을 가담시키면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 

전략 #4. 개방형 질문으로 교육생들을 참여시켜라. 

   ⇒ 첫째, 질문은 참여를 촉진시킨다. 질문은 교수자의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는 태도에 벗어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한

다. 둘째, 질문은 생리적으로 뇌를 활성화 시키고 학습을 촉진한다. 학습자가 

질문을 받으면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더 자극된다. 셋째, 질문

은 관점을 변화시키거나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를 확대시킨다. 교수자의 심층

적인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다른 관점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 넷째, 질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불러내는 자극이 된다. 교수자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은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

(장경원, 고수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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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육방법이 적절한지 중간지도를 해줘라.

   ⇒ 교육생이 개인 연구를 해서 동료교수를 할 경우 자칫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교수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관이 개인 연구를 

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중간지도를 해주면 학습목표 달성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즉, 교관은 중간지도를 통해 교육생을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내 및 촉진자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전략 #6. 주의집중 ⇒ 학습목표 ⇒ 설명 ⟺ 시연 ⇒ 요약 순으로 가르치도록 

지도해라.

   ⇒ 주의집중에서는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호기심 및 흥미

를 유발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거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습자는 학습목표를 분명히 인식하였을 때 학습동기가 높아지며 이것이 

학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Pike, 2003; 박성익 외, 2012 재인용). 첫째, 무엇을 가르칠지 내용을 선별한

다. 어떤 교육내용이든지 “알아야 할 정보”와 “알면 좋은 정보”, “참고자료”,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정해진 수업 시간 중에 

모든 정보를 다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인지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중

요한 내용에 대한 강조효과가 적다. 따라서 알아야 할 정보와 알면 좋은 정

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참고자료 및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고 강조한다. 목소리에 변화를 주거나 변화된 표

현으로 강조를 하고 수업이 끝날 무렵에 정리 시간에 다시 언급한다. 

      셋째, 설명할 때 적절한 시각자료를 활용한다. 시각자료와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을 하면 주의를 집중 시킬 수 있으며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설명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교수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넷째,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는 설명하는 내

용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다. 개인적으로 학습자에

게 친밀한 이름이나 인물, 그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추상적인 개념

을 설명할 때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이해를 돕는다. 

      다섯째, 설명과 함께 학습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경험 공유, 아이디어 제시, 요약하기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설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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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은 바람직한 모델링 학습이 될 수 있으며, 요약은 배운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기억증진에 효과가 있다. 

전략 #7. 피드백을 위한 점검표(루브릭, 체크리스트)를 큰 틀에서 제공하라. 

   ⇒ 1차 자료수집 관찰결과 교육생들의 피드백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실시하

고 있어 피드백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

한 해결책으로 교육생들에게 피드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어

느 정도 정리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었다. 설문결과 교

육생 중에서 많은 인원들이 피드백을 잘 주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원한다고 

답변하였다. 

전략 #8. 강점, 강점설명, 약점, 약점설명, 제안을 포함하여 피드백을 주도록 해라.

   ⇒ 피드백의 유용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피드백을 받는 경우 강점, 

강점설명, 약점, 약점설명, 제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장 유용하다(Nelson 

& Schunn, 2009). 즉,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해서 한쪽만 주는 것보다는 양

쪽모두를 포함해서 주는 것이 유용하며,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더 유용하다. 즉, 교육생이 피드백에 대한 신뢰성을 더 얻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안 또한 피드백을 받는 입장

에서 성취를 더 높여주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전략 #9. 가르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평가해라.

   ⇒ L&T의 교육방법을 적용할 경우, 교육생의 학습에 대한 열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관은 총 4가지에 중점을 두고 관찰 평

가를 실시해야 한다. 첫째, 교육생이 동료교수를 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과 

실제 가르치는 행위를 평가하고 둘째, 동료가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교육생 입장에서 잘 관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셋째, 가르치는 활

동을 한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줄 경우 그 수준과 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마

지막으로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 경청하는 자세를 평가해야 한다. 즉, 

L&T를 적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4가지 유형의 학습이 모두 평가에 반영

되어야 한다.    

전략 #10. 전체적인 요약을 교육생과 같이해라.

   ⇒ 학생들에게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은 정리 활동으로서 대단히 중요

하며 학생들이 강의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수업이 끝나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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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책을 덮게 하고, 수업 내용을 상기하여 그 내용을 도표나 식으로 나타

내도록 하면 해당 분야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민혜리, 

2008).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와 같이 강의내용을 요약하면 기억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Bligh, 1971).

[그림 1] 파지에 대한 강의 후반부의 검사 효과(출처: Bligh, 1971)

전략 #11. 핵심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학업노트에 기록하게 하라.

   ⇒ L&T 교육방법에 의해 교육을 받으면 교관주도형 설명식 수업보다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교육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아도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린 기

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매개체가 교육 

받을 당시 기록을 해 놓았던 노트필기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나일주, 이지현, 

2012). 과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시기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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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Instructional Design Models and 
Development of the Design Strategies 

based on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in the Context of Army School Education

Kang, Ho Taek

Instructional method refers to a set of activities planned 
intentionally and systematically to deliver necessary educational 
content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achieve educational 
objectives. In order to teach educational content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recent instructional methods in typica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prim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have been shifting from instructor-centered to 
learner-centered.

Despite these changes, army school institutions have proceeded 
class lessons in certain spaces or training fields by 
instructor-centered method. In this regard, the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posed problems in the aspect of 
the instructional method and ordered transition from the present 
instructor-centered education to student-centered participatory 
education. As a specific instructional method to apply for 
student-centered participatory education, TRADOC presented 
'method of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and ordered 
to proceed in all schools under the command of TRADOC. This 
can be a innovation in the aspect of instructional method in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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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education. Furthermore, it predicted a big change for both 
instructors and student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hange of instructional method is 
perceived by instructors and students in the context of army 
school education and how the class lessons would be presented. 
The study also aims to develop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and 
design strategies to apply this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in class lesson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or this 
purpose, the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in 
the context of army school education, how instructors and students 
perceive class lessons with application of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Second, in the context of military academic 
education, what are the aspects of class lessons with application of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Third, in the context 
of army school education, what is the optimal instructional design 
model and the design strategies based on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In order to address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argeting instructors and students of OOO Department, 
OOO School under the command of TRADOC. For Research 
Question 1, questionnaires (1st & 2nd)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Research Question 2, observation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Research Question 3, formative research 
method is partly modified and appli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both instructors and students 
positively perceived class lessons with application of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However, students showed more 
significantly positive perception (with instructors 3.88 points and 
students 4.23 points by Likert 5-point scale). Factors that students 
positively perceived were improvement in training and instruction, 
indirect experience through peer mistakes, opportunities to look 
back their behaviors and additional learning about what they did 
not aware. Second, the aspects of class lessons with appl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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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were identified as 
factors considering optimal grouping such as organization, available 
tim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nd intimacy elements. 
Students did not implement attention gathering or summarizing 
when they conducted peer teaching and there were few explanation 
on feedback when they conducted peer feedback. Third, 5 stages 
of instructional design model based on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were constructed and totally 13 design 
strategies were develop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in the context of army school education, the shift 
from instructor-centered method to student-centered participatory 
method of 'method of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is possible. Second,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organization, available tim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nd intimacy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Third, in order to keep tension for fair assessment and learning, it 
is required to introduce peer assessment. Fourth, time for 
consolidation and reflection is required to acquire correct 
knowledge and skills and to achieve objective of the education. 
Fifth, training on instructional design methods and design strategies 
is needed for instructors.

Keywords: reciprocal peer teaching, peer feedback, instructional 
design model, design strategy, army school education

Student number: 2012-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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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제가 석사과정을 잘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기들의 배려와 

관심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학교생활,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학, 배움

과 일을 동시에 하는 프로젝트 등이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

었으며 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시골에서 항상 저에 학업을 걱정해주신 부친(강대성씨)

과 모친(김인자씨), 힘들 때 힘이 되어 준 누나(강호순)와 동생들(강호선, 

강호광)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 소중한 사람으로 자

리매김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은 윤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던 2년이라는 시간을 잊지 않

고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이곳에서 몸소 느끼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겸

손한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자만하지 않

을 것이며, 더 성실히 더 열심히 더 우직하게 군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8일 

관악산을 끼고 있는 캠퍼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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