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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군 정신전력교육으로 정신전력 강화라는 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인식’, ‘내면화’, ‘적용’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  군 정

신전력교육은 일일-주간-집중정신전력교육을 통해 군의 가치와 

임무를 인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으며, 현장 체험

과 참여형 교육을 병행하여 장병들이 행동하고 배운 지식과 가치

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부대의 여건과 능

력에 따라 편차가 큰 실정이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

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추상적인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는 점, 사용자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동일한 학습 환경을 반복

적으로 경험 가능하다는 점, 실제와 유사한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체험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인해 가상현실은 군 정신전력교육 

현장에서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정신전력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한 

교육 맥락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개발연구방법 중 

Type Ⅱ의 모형 연구를 적용하여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문헌 검토, 전문가 타당화, 수업 실행 및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 조

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군 정신전력교육 및 가상현실에 대한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교수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두 차

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와 교수설계원리 수정의 과정을 통해 교

수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교수설계원리와 상

세지침을 적용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N보병사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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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A중대 주간정신전력교육에 사전준비활동과 3차시의 수업을 실

시하였다. 수업 실행 후 수업 전반 및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교수설계원

리의 외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는 공통적

으로 학습의 몰입감과 생동감을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가상현실 

상황에 대한 몰입을 통해  장병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져 교수자

의 수업 진행이 원활해졌으며, 학습의 이해와 집중 등의 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는 장병들로부터 나오는 다

양한 반응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충분한 

교관훈련과 체험 순서 조정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학습자는 수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신체적 제한과 군 부대

의 여건으로 인해 가상현실 체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사전 준비활동과 소그룹 활동 운영

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 

  이와 같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반영하여 최종 교수설계원

리를 도출하였다. 최종 교수설계원리는 ‘부대 특성 반영의 원리’, 

‘합목적성의 원리’, ‘전장 연결의 원리’, ‘사전 준비의 원리’, ‘상황

몰입의 원리’, ‘소그룹 활동의 원리’, ‘경험 구조화의 원리’ 총 7개

이며, 총 20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군대 교육의 형식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

색했다는 의미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 군 정신전력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교수설계원리, 개발연구

학  번 : 2017-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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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군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이다. 이를 위해 군은 유형

전력 뿐만 아니라 무형전력, 특히 정신전력의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

하고 있다. 현대전에서도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며, 정신전력은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정

신전력 함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신전력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

일, 주간, 반기 단위로 국가관 및 안보관, 군인정신의 세 가지 영역으로

편성된 18개 과제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 정신전력교육으로 정신전력 강화라는 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인식’,

‘내면화’, ‘적용’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최광현, 김인국, 2000).

우선 ‘인식’ 단계는 군의 가치와 임무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를 이론적, 원리적으로 습득하는 단계이다. 다음 ‘내면화’ 단계는 지속

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가치와 목적이 신념화되는 단계이며, 마지막 ‘적

용’ 단계는 습득된 가치와 규범을 각각의 상황에 맞춰 행동으로 실행하

는 단계이다. 군 정신전력교육은 일일-주간-집중정신전력교육을 통해 군

의 가치와 임무를 인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으며, 현장

체험과 참여형 교육을 병행하여 장병들이 행동하고 배운 지식과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통제 하에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주간정신전력교육, 특별정신전력교육과는 달리, 참여형 교육은 시행부대

에 위임하여 부대별 임무와 특성에 맞는 주제와 진행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육군본부, 2018). 주로 주간정신전력교육 3교시인 문화단결활

동, 집중정신전력교육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참여형 교육은 각 부대

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교육 시행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이다.

시행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부대 주변 환

경이다. 부대가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현장체험 등의 참여형 교

육의 선택지가 결정된다. 때로는 이동거리, 행정절차 등으로 과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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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거나 사고 위험 등의 부담은 참여형 교육의 제한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교육시간에 지휘관 교육이나 체육활동 위주로 진

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는 교육 방법의 한계이다. 군 정신전력교육

은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정신

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는 텍스트나 2D 자료로만으로는 모

두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군사적·정신적·육체적 도전에 직면하고 극

복하는 경험 등을 통해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신념, 태도 변화

를 이끌어내야 하나, 실제 전장상황이나 위기상황을 적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군 정

신전력교육에서 직면하는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상

현실은 생생함(Vividness)과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속성으로 현실

처럼 느껴지는 가상의 세계이다(Steuer, 1993). 가상현실은 실시간 상호

작용, 몰입감 등을 특징으로 하며, 가상의 공간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게

해준다(권종산, 2017). 이는 사용자에게 기존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

른 종류의 경험을 제공하며, 실제 세계에서 사물과 사건과의 상호 작용

을 통해 지식을 구성 할 때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다(Winn, W., 1993). 추상적인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의 조

작이 가능하다는 점, 동일한 학습 환경을 반복적으로 경험 가능하다는

점, 실제와 유사한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체험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

(Abulrub et al., 2011)으로 인해 가상현실은 군 정신전력교육 현장에서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가상현실 기반 사격훈련장 구축, 종합행정학

교의 가상현실 정비 시뮬레이션, 공군 헌병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현

실 기반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 중으로, 아직

까지 전장 환경과 유사한 가상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 훈련과 기술 및

장비 숙달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군 정신전력교육 분야에서도

가상현실 활용에 대한 가능성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장병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김현배, 2016; 임상욱, 2017;

임상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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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 필요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60도 가상현실 동영상 콘텐츠, 가상현실 기

반의 게임, 코스페이시스(CoSpaces) ,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 등 가

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플랫폼은 시중에 다수 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정 맥락에 적용시킨 연

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준비된다고 하

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과정과 안내, 경

험적 적용을 통한 최적화가 필요하다(임철일,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의 일환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 정

신전력교육 분야에서 기존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위한 구체

적인 교수설계원리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향후 군 정신전

력교육 맥락에 맞는 가상현실 콘텐츠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군 정신전력교육과 가상현실의 이론적 탐색을 통해 가

상현실 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군 정신전력교육 분야를 범주화하고, 군

정신전력교육 현장에 예시 상황을 적용해봄으로써 가상현실 콘텐츠 기반

의 군 정신전력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설계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는 무엇인가?

둘째,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는 내적으로 타당한가?

셋째, 군 정신전력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

원리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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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군 정신전력교육

군 정신전력교육이란 정신전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도활동으로, 장병들

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국방부, 2018b). 국방부는 2018년 정훈문화활동 지시에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정신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신전력교육’으로 변경하면

서, 장병들의 신념·사기·단결·군기의 4대 핵심요소로 일컬어지는 정신전

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격년으로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장병 정신전력교육 체계를 신병 정신전력교육, 학교 정신전력교육,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국방부, 2016a). 이러한 군 정신전력교

육은 정훈교육, 군대윤리교육, 지휘관 교육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군 정신전력교육은 부대 정신전력교육 일환으로 시

행되고 있는 정훈교육에 한정하여 살펴보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정신전력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는 구체적인 부대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 영역에 따라 일일-주간-반기 집중정신전력교육

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장병들의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지휘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승진, 이영욱, 2016)..

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

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환경처럼 상호작용을

하게 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컴퓨

터를 이용하여 지금 여기가 아닌 시공간, 즉 가상의 환경을 실감나게 체

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몰입적인 인터페이스 장치를 개발한 VLP Research사의 사장이

었던 Jaron Lnier에 의해 198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Hall, 1990). 그러나 가상현실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환경, 가상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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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동의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상현실

이란 결국 실제(reality)를 가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뜻한다. MIT

Media Lab의 David Zelter는 가상현실보다는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s)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McLellan, 1996).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가상현실 또는

가상환경은 컴퓨터가 생성한 3차원의 시뮬레이션으로 사용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컴퓨터와 사람 간의 실시

간 상호작용을 구현하며, 몰입감과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다. 가상현실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란 생생함(Vividness)과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바

탕으로 사용자에게 몰입과 현실감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

다(Steuer, 1993). 생생함(Vividness)은 감각적으로 풍부한 매개된 환경을

구현하며,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사용자가 매개된 환경의 형식이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이다. 이는 실감나는 가상 이미지, 몰입감

(immersion), 오감에 의한 상호작용(interaction) 기술로 구현된다(미래창

조과학부 외, 2016). 가상현실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기존의 멀티미디어에

서 경험하지 못한 1인칭 경험을 제공하며,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주는 원

격현존감(Tele-Presence)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 웹 기반의 가상현실 콘

텐츠 중 내용과 구성이 군과 전장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의미

한다. 또한 군에서 개발한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등 군 정신전력교육에

특정하여 개발한 콘텐츠는 아니지만, 군 정신전력교육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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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군 정신전력교육

가. 군 정신전력교육의 개념 및 특성

1) 군 정신전력교육의 개념

군은 평시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

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 무기체계 등의

유형전력과 기술·운영·정신전력을 포함하는 무형전력의 강화가 필요하

다. 특히 어떠한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정

신전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

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

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의

지력을 의미한다.(국방부, 1997). 우리 군은 군 정신전력 육성을 위해 정

신전력교육, 훈련, 부대환경 조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

다(김인국, 2017). 이 중 정신전력교육은 ‘정신전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

차원의 교육활동’으로 정신전력 육성을 위한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신전력교육은 가치관, 태도, 신념, 도덕성 확립 등 인간정신을 관리

하는 총체적인 교육을 말한다. 이는 가치관교육, 생활교육, 각종훈련, 환

경조성 활동 등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의 제고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다(국방부, 2016a).

군 정신전력교육과 연관된 제대에서 정의한 문헌을 살펴보면, 국방부

훈령에서는 ‘가치관, 태도, 신념, 도덕성 확립 등 인간 정신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 이는 가치관 교육, 생활교육, 각종 훈련, 환경조성 활

동 등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의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육군 규정에는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정예 병사 육성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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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철한 안보의식과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신병교육, 부대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라 하고 있

다. 국방부 훈령을 기반으로 매년 발행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국방부 정훈·문화활동 지시(2018b)에서는 군 정신전력교육은

‘전투의지와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및 안

보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 발간된 국방부

와 육군본부의 정훈공보활동 지시에서는 ‘군인다운 군인 육성을 위한 군

인정신교육, 임무완수 의지와 사생관 등 군인만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군 정신전력교육의 목적성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군 정신전력교육은 ‘군인으로

서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 즉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을 갖추고 장병

들의 정신전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김미량, 2014; 김오현, 2009; 진양갑, 2006)를 살펴

보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군 정신전력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를 하

고 있다. 진양갑(2006)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식을 계발하고 훈

련시켜 스스로 깨달아서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오현(2009)는 ‘장병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태도 등 행동을 위한 내면적 가치를 개발하거나 변화

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말하고 있다. 김미량(2014)는 ‘개인의 올바른

사고와 행위를 행성하는 교육으로 도덕적 의식을 개발, 훈련함을 목적으

로 삼는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군 정신전력교육은 군인으로서 가치와 신념

을 배양하여 장병들이 군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성

군 정신전력교육은 군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된 내용(국방대학원, 1990; 국

군 정신전력학교, 1982; 국방정신교육원, 1996; 육군본부, 1988)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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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도적인 측면의 특성은 형식성과 안정성 확보이다. 형식성에 있

어서 정신전력교육제도는 정신전력교육은 군대사회의 유지발전과 군인으

로서의 자아 정체감(self-identity) 형성을 위한 교육적 수단이므로 교육

의 형태, 내용, 방법, 평가, 기간 등에 있어서 고유의 형식화된 기준을 갖

게 되며, 통상 전군이 통일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신전력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국방부에서 통일된 교재와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안정성에 있어서 정신전력교육이 유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정신전력교육

은 특정한 형식과 조직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되고 영속적인 형태를 갖게

마련인데, 그것은 대체로 법제화됨으로써 안정성이 확보된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의 특성은 종합성, 사상성, 시사성이다. 종합성은

정신전력교육은 어느 한 교관만으로 취급될 수 없는 종합적인 교육활동

이다. 예를 들어 나라사랑을 위한 교육내용은 기본 과제와 군사교과 내

의 지휘관 및 참모활동에서도 취급되는 것으로 이들 영역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취급되는 내용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구현되

어야 할 것으로 그 폭이 매우 넓다. 따라서 정신전력교육이 갖는 종합적

성격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

체계적 교과교육 및 생활 영역 등에 포함시켜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성 면에서 정신전력교육은 이념교육의 핵을 담당하는 교육이

라 할 수 있다. 이념교육이란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지향하는 인간교육임

을 감안할 때 인간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한 나라의 전통적 가치

관과 정치이념을 조화시켜 국가이념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

성 회복, 도덕 교육, 가치관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이념교육의 범주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성은 정신전력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국

내외 정세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

외 정세변화는 이념교육을 위한 환경을 뜻하며 그 환경은 교육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자료와 정보에 의한

참신한 시사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전력교육의 특성 중 하나인 시사성에 있어서 교육방법과

내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군 정신전력교육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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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을 살펴보면,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방법이 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거나(김미량, 2014; 김현배, 2016; 임상욱,

2017; 임상현, 2018), 시대변화와 군 인력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교육내

용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김상수, 2014; 김락중, 2011; 박

용한, 2018; 진양갑, 2006). 또한 종합적인 체계 측면에서 교육 방법과 내

용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 연구(김인국, 2017; 이승진, 이영욱, 2016)도 있

었다.

그러나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성상 개별 부대의 교육 현장에서 임의로

교육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적용하기에는 교관 준비, 예산, 장비 운용 등

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방부 통제 하 전군

이 같은 교재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 정신전력교육의 형식성과 안

정성을 보장한 가운데, 정신전력교육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 군 정신전력교육의 영역 및 현황

1) 군 정신전력교육의 영역

군 정신전력교육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국가관, 안보관 및 군인정

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교재인 18개 과제를 중심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육군본부, 2018)

먼저 국가관이란 ‘국가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이다.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사회 및 정치

제도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나라로서의 국가에 대한 견해의 체계’를 말

한다(김락중, 2011). 여기에서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

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정의 되며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안보관이란 안전보장에 대한 시각으로서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

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서의 안전에 대한 견해의 체계’를

말한다. 한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이념과 정치체제, 역사,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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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안보상황, 경제, 문화 등 제반 사항을 알아야 한다.

군인정신이란 군인의 사생관이나 직업관 등 장병 개개인의 가치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일반 사회의 직업군과 다르게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군 집단을 구성하는 장병들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가치체계이다.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는 각 영역별로 다루는 주제가 편성되어

있다. 먼저 국가관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이념, 민주시민의식과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군인으로서 수호해야할 국가의 정통성, 자유민주

주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 제복 입은 민

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다루고 있다. 안보관 영역에서는 안보상

황과 적, 한미동맹을 다루고 있으며, 6.25전쟁의 실상과 북한군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북한군의 무력도발의 역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인정신 영역에서는 국군의 역사와 군대, 상무정

신, 군인정신 요소를 말하며, 군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군 복무가치,

국가와 군대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군 정신전력교육 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기본교재 주제 편성은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영역 기본교재 과제 주요 내용

국가관

1과 유구한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이념,

민주시민의식, 통일 문제

2과 대한민국의 탄생

3과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과 발전

4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5과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6과 통일조국의 미래상

안보관

7과 자유를 지켜낸 6·25전쟁

안보상황, 우리의 적,

한미동맹

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9과 북한의 실상

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12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

<표 Ⅱ-2> 군 정신전력교육 영역 및 기본교재 편성



- 11 -

2) 군 정신전력교육의 현황

군 정신전력교육은 정신전력강화의 중심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보

고 있다(최광현, 김인국, 2000).

첫째, ‘인식’ 단계이다.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

인지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켜야 할 가치와

이유를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단계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군인의

전쟁 수행 동기는 확실해지며 진정한 전투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러한 가치들을 가치로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이

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반복하여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장병들로 하여금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는 장기적인 이유와 단기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단기적인 이유로는 당면 전투에서의 승리나 교육훈련 목표 달성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이유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든지 세계 평화 유

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평시와

다른 극한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장병들은 이러한 극한적임 임무

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자발적 ·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무 수행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치)

들이 몸에 배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교육훈련을 통한 반복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셋째, ‘적용’ 단계이다. 이는 교육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가치(이유)와

군인

정신

13과 국가와 군대

국군의 역사와 군대,

상무정신, 군인정신 요소

14과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군

15과 군생활의 보람과 각오

16과 군인의 가치관

17과 군 조직의 특성과 역할

18과 세계와 함께 하는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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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반복적 교육훈련 단계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

는 단계라는 의미에서 가치의 습득 또는 습관화 단계인 반복적 교육훈련

단계와는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군 정신전력교육은 ‘인식’, ‘내면화’, ‘적용’ 단계를 통한 정신전력 강화

라는 효과 달성을 위해 일일-주간-반기 집중정신전력교육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시행되고 있다(육군본부, 2018).

일일정신전력교육은 매일 취침 전 10분 내외로 항재전장의식 함양과

단결심 배양에 주안을 두고 군인정신 및 무용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하

고 있다. 장병들이 하루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부대별 교육자료 및 국방FM ‘명상의 시간’, 국방일보 병영칼럼, 일일정

신교육자료집, ‘10분,’ 맛있는 인생’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GP 및

GOP, 해 강안 등 경계부대, 독립 경계부대, 예비군훈련부대 등은 부대

일과를 고려하여 군장검사, 교육훈련, 점호 시 수시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도 있다.

주간정신전력교육은 군 정신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연간 36주 이상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하고 있다. 주간정신전력교육은 시작 전에 부대

임무 및 특성과 연계된 전승사례 교육, 영상물 시청, 군가가창, 구호제창

등을 통해 항재전장의식을 함양한다. 수업은 3교시로 진행되며 1․2교시

에 기본과제 및 시사안보, 명강특강을 영상물 시청, 발표 및 토의, 교관

결론 순으로 진행한다. 3교시에는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고,

국방일보 자료 윤독 및 국방TV와 연계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 자

료는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3교시 문화단결

활동은 장병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단결심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장병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 체험 및 참여형 정신

전력교육을 위해 각 부대의 지휘관 판단 하 분기 단위로 1회 전·사적지

견학, 문화예술접목교육 등을 권장하고 있다.

반기 집중정신전력교육은 대대단위 반기 1회 실시하며, 전투부대는 4

박 5일(40시간 이상), 기행부대는 2박 3일(24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집중정신전력교육은 주간정신전력교육에 미흡했던 영역의 과제를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인식으로 대한민국 국민 기본소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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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목표로 시행한다. 전 장병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위해 행동화 체

험식 교육 위주로 진행하며, 교관 연구 강의, 사전 준비, 동기부여 대책,

부대운용 조정·통제 등 여건을 충분히 조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시 기

일일

정신전력교육

- 항재전장의식 함양, 단결심 배양 위한

군인정신 및 무용담 사례

매일 취침 전

10분 내외

주간

정신전력교육

- 기본과제 18개 과제, 시사안보

- 명강특강

- 문화단결활동

매주

수요일 오전

반기

집중정신전력

교육

- 군인정신, 국가관, 역사교육, 안보관

- 행동화 체험교육

대대 단위

반기 1회

<표 Ⅱ-3> 군 정신전력교육 현황

군 정신전력교육은 단순히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습득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신념화하고 국가위기 상황에서 구

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지연, 2011). 그러

나 현 군 정신전력교육 체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방법은 주로 영상물

시청과 강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장병들이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유

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습득한 가치와 지식을 적용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적이다. 특히, 군 정신전력교육 영역인 국가관,

안보관 및 군인정신은 가치관과 신념을 말하고 있으며, 역사적 상황과

위기상황을 장병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군 정신전력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장병 내

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군 정신전력교육의 방

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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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가. 가상현실의 개념 및 특성

1) 가상현실의 개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몰입적인 가상 환경에서 현전감이 강

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1962

년 하일리그가 영사 화면에 따라 진동하는 의자를 이용하여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비인 센소라마(Sensorama)가 그 기계적 시초이

며, 1968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서덜랜드에 의해 고안된 헤드마운티

드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이하 HMD)를 최초의 가상현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가상현실에서는 현실감의 주된 요소인 시

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의 오감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공적으

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오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박경배, 2012). 가상현실 구현을

위해서는 스크린을 이용하여 가상현실공간을 생성하는 돔(Dome), 방과

같은 공간의 벽에 입체영상을 투시하는 케이브(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CAVE), 머리에 쓰는 방식인 HMD 장비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바이브(VIVE)와 같은 장비의 대중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HMD를 활용한 몰입형 시스템을 가상현실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용어는 1985년 재런 레니어(Jaron

Ranjer)가 처음 사용했다. 재런 레니어는 헬멧과 장갑 형태의 기기를 착

용하고 컴퓨터로 구현한 3차원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가

상현실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컴퓨터로 생성

되고 상호작용하는 3차원의 환경’으로 정의되고 있다(Aukstakalnis &

Blatner, 1992). 즉, 가상현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하는

정보 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인공의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는 이를 실제와 비슷하게 느끼고, 실제 환경에서 벗

어난 인공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사용자는 경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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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로 주파수 변조기, 마우스, 조이스틱, 이어폰, 특수 장갑, HMD

및 고글과 같은 3차원 이미지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Lele, 2013). 가상현

실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Ⅱ-1] 과 같다.

이처럼 가상현실이란 사용자들의 반응이나 움직임에 따라 컴퓨터 화면

에서 그래픽 이미지나 내용을 반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의 테크놀로지의 통합체이다. 즉, 사용자들에게 증대된 현실감과 현존감

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전달방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현실감 있는 경험

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까지 포함된 지각화

(perceptuallization) 특성(McLellan, 1996)의 결과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시각적 감각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상현실의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촉각적(tactile) 경험-재질이나 표면을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과

압력이나 저항력, 힘의 세기를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Bussell, 2001).

[그림 Ⅱ-1] 가상현실의 개념(Le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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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현실의 특성

가상현실은 지금까지의 멀티미디어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황

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들이 시각과 청

각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에 정의된 경로와 관점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 사

용자들은 시·청각, 촉각, 피드백 등 다양한 자극과 몰입적 디스플레이 및

가상콘텐츠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Lindgren et al., 2015).

가상현실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체험은 사용자의 몰입을 촉진

시킨다. 가상현실에 몰입하면 설명적인 제3자의 경험이 아닌 1인칭의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1인칭 경험이 가능

한 이유는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거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음성 언어 또는 컴퓨터 등 기호 체계를 통한 학

습은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가상현실에 몰입하면 사용자가 실제 세계에서 참여하는 것과 동

일한 종류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가상현실과의 상

호 작용을 통해 지식이 구성된다.

어떤 연구자들은 가상현실의 특성과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며, 구성주의 이론이 가상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W. Bricken, 1991b,

Bricken & Byrne, 1993, W. Bricken, 1990, Winn & Bricken, 1992). 구

성주의와 가상현실의 공통점은 몰입의 개념이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

면, 지식 구축은 전적으로 공유 될 수 없는 1인칭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1인칭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

스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식 구성을 하도록 촉진시켜 준다. 이러한 지

식 구성이 바로 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가상현실은 사용자에게

기존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경험을 제공하며, 실제 세계

에서 사물과 사건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 할 때 작용하는 심

리적 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Winn, W., 1993).

구성주의 학습 원리를 반영한 학습도구로 가상현실이 활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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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몰입감, 다양한 3차원의 표현방식과 준거틀, 다감각적인 신호, 동

기, 원격현존감(Tele-Presence) 등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Dede,

Salzman, Loftin & Ash, 2000). 수학을 경험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가상

현실을 활용한 Winn과 Bricken(1992)의 사례 연구에서도 가상현실은 위

와 같은 측면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현존감이란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통해 현실세계와 통일한 존재감

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특정 매개체를 통해 제시되는 환

경을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거기에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으로, 가상현실이 가상이 아닌 현실로 느껴지는 느낌이다. 이

는 실제로는 특정 장소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그 장소에 자신이 존재하

고 있으며 주어진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소요

환, 2016; Abulrub et al., 2011). 이에 대한 하위요소로 공간 실재감

(Spatial Presence), 몰입감(Involvement), 사실성(Realness)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재감과 몰입의 공간으로서,

학습자의 행동을 촉진하고 유발하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획득이라는

의미를 제공하는 학습 환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백영균, 2010).

상황인지 이론에서는 가상현실에서 몰입을 위한 조건으로 맥락에 맞는

학습, 실재감 있는 상황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구성주의 철학을 구체화시킨 학습 이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서 인

간의 학습이나 인지활동에서의 상황성 또는 현실성을 강조한다. 상황성

이란 인간의 학습이 반드시 현실적 상황 하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것

이 아니라, 인간 학습에서 사회와 문화의 맥락까지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Lave, 1991). 상황에 맞는 학습은 맥락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적절하고 성공적이라는 사례도 있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Lave & Wenger, 1991).

가상현실은 실감나는 가상 이미지, 몰입감(immersion), 오감에 의한 상

호작용(interaction) 기술로 구현되는 세계로서, 마치 타임머신과도 같이

사용자를 현실이 아닌 시공간 속으로 순식간에 데려다주는, 혹은 데려다

주었다고 믿게 만들며(미래창조과학부 외, 2016), 실제 세계를 시뮬레이

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조작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내고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Luo, Luo,

wickens, & Ch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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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현실의 유형 및 장비

가상현실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

류가 가능하다. 기술형태에 따라 몰입형, 시뮬레이터형, 디스플레이형으

로 구분하며(이기천, 2004),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이 구현된 방법에 따라

비몰입형, 준몰입형, 몰입형의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Bamodu

& Ye, 2013; Cecil, Ramanathan, Mwavita, 2013; Teeroumanee, Vassil,

Ronan, & Kimberly Anne, 2011).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유형 및 상호작용 기기를 기준으로 가상현실을

비몰입형(non-immersion)과 몰입형(immersion)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그

림 Ⅱ-2]와 같이 살펴보겠다(Vergara, D., Rubio, M., & Lorenzo, M.,

2017).

가상 자원

시각화 유형 상호작용 기기

비몰입형 몰입형

가상 CAVEHMD특정 기기기존 기기

[그림 Ⅱ-2] 시각화와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가상현실의 분류(Vergara et l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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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몰입형 가상현실은 세계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이 컴퓨터의 평

면 스크린을 통해 구현된다. 가상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장

치 유형에 따라 비몰입형 가상현실을 분류할 수 있는데, 마우스, 키보드

등과 같은 기존의 일반적인 컴퓨터 주변 장치를 사용하는 유형과 기계

조작 콘솔 또는 차량 제어 조종실과 같이 실제 제어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특별히 고안된 상호 작용 장치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다.

몰입형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눈 앞에 두 개의 작은 화면이 있는 안경

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가상 세계로 완전히 안내한다. 몰입형 가상현실의

경우, 가상현실 세계의 시각화 시스템에 따라 두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

화된다. 첫 번째는 HMD로서 앞면에 배치된 작은 화면의 활성 안경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최근에 등장한 오큘러스 리프

트(Oculus Lift)나 기어 VR(Gear VR), 구글 카드보드(Google

Cardboard)는 몰입형 가상현실이 가지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HMD와 같

이 기존 가상현실 기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게, 착용감, 가격 등을 개선하

여 저렴한 비용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Cellan-jones,

2016). 이는 다음의 <표 Ⅱ-3>과 같이 모바일 기반 HMD와 PC 기반

HMD로도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입체 프로젝터에 의해 가

상 세계가 방의 벽, 천장 및 바닥에 투영되는 가상 CAVE이다. 이 때 사

용자는 가상 세계 체험을 위해 수동 스테레오 안경을 착용하게 된다.

구 분 기기명 개발도구 콘텐츠 플랫폼

모바일
기반
HMD

· Google Cardboard
Camera

·360 Camera
· Youtube 360
· Google play

Google Cardboard

· 기어VR용
OculusSDK

· 언리얼/유니티

· Oculus Store
· Google play
·삼성기어VRStore

Gear VR

<표 Ⅱ-4> 몰입형 HMD 종류(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재정리)



- 20 -

이러한 몰입형 HMD의 경우, 다음의 <표 Ⅱ-4>와 같은 제스처 인식

컨트롤러 및 촉각 제공 햅틱 컨트롤러 등과 연계하여 사용자의 직접 조

작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게 한다.

· DaydreamSDK
· 언리얼/유니티·

· Daydream
· Google play

Daydream

· Oculus Mobile
SDK

· Unity/Unreal
· MS Store

Go

PC 기반
HMD

· OculusSDK
· Unity/Unreal

· Steam
· Oculus Store

Rift

· Steam VR
· Unity/Unreal

· Steam
· Viewport

Vive

· 미공개
· API기반

· 오픈소스 -

Project Alloy

· Vive wave
· PC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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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계장치 특징

제스처 인식
컨트롤러

· 별도 컨트롤러 조작 없음
· Oculus의 HMD 앞면 및
키보드 옆에 위치

· 10개의 손가락 움직임 인식
· 작은 사이즈로 손쉽게
다양한 가상 콘텐츠 조작

립모션(Leapmotion)

· 밴드 형태로 팔에 장착
·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들 모션 인식 장치의
단점 대체 가능

· 특히 군사적 용도의 실험 및
다양한 기기와 연동 통한
활용 기대

마이오(MYO)

· 런닝머신 형태의 가상현실
인터페이스 기기

· 신체 움직임 감지/작동
· HMD, PC와 블루투스 연결
· 걷기, 달리기, 뒤로 걷기,
360도 회전, 간단한 점프 가능

버툭스 옴니
(Virtuix Omni)

촉각 제공
햅틱 컨트롤러

· 의료용 수술 장비 형태에서
보급성 기기로 변환

· 가격 및 기능 간편화
· 촉각 피드백 제공

팔콘 컨트롤러

<표 Ⅱ-5> HMD 연계장치(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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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과 손가락으로 게임 또는
VR 콘텐츠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갑

· 10～20개 정도의 자유도
· 한손/양손 모두 제어 가능

캡토 글러브

· 손동작 인식 무선 장갑
· 손가락 하나하나에 센서 부착
· 움직임 감지
· 촉각 피드백 제공

마누스 VR(Manus VR)

·전기적 충격을 팔에 전함
·권투, 축구 등의 VR 체험 시
펀치의 충격이나 공이 닿는
느낌 체험 가능

임팩토(Impacto)

· 52개의 센서 장착
· 움직임 감지
· 촉감 피드백 제공
· 기온조절 기능
· 네트워크 연결 가능
· PC와 콘솔 모두 지원
· 블루투스 연결 가능

테슬라수트(Tesla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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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현실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설계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매체의 활용이 결코 효

과적인 수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매체의 활용 방식에 따라 그 효과

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나일주, 1995; 박승배, 1994; Kozma,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에 끼치는 영향력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전

략과 방법을 고안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해야한다. 아울

려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효

과적인 교수설계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가상현실 또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매체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교수법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17). 하지만 가상현실을 의료, 보건,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한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으나, 최적화된 적용

을 위한 교수설계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한 사례나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

에서 가상현실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실행되었던 가상현실 기반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가상현실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와 구성요

소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후 교수설계원리를 도출할 때 참

고할 만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Ⅱ-5> 와 같다.

첫째, ‘학습목표 및 학습자 특성’은 가상현실을 단순히 학습자의 흥미

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Gronlund(2009)는 학습목표는 기대되는 결과나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며, 학습 대상자와 요구되는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Arthur, Edwords, Bell, Villado & Benett, 2005).

또한 Armstrong과 동료들(2013)은 학습자의 나이, 교육수준 등의 특성

및 선행요구지식과 기능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콘텐츠 활용 준비’는 교육 맥락에 적합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

정하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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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 것이다. 관련 요소들은 가상현실을 활용할 상황과 여건에 대한

것(윤우상, 2006)과 적합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Smaldino et al., 2012)이 있었으며, Ćosić와 동료들(2010)은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

안하였다. Wagner(2008)은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으로 학습목표를 성취

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교수자 및 학습자 준비’는 모든 매체가 그러하듯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현실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달시킬 수 있는 준

비활동을 반영하여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전·중·후 참

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며(김상현, 2017; 이지향 외, 2017;

Driskell et al., 2015),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준비(Garne,

Briggs, & Wager, 1992)와 기존 교육에서와 다른 교수자의 다양한 역할

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백영균, 2010). 또한 가상현실 체험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멀미 현상을 고려해서 설계해야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송은지, 정아름, 2017; Armstrong. et al, 2013; Riener, & Harders, 2012).

넷째, ‘상황몰입’은 학습자들이 가상현실 기반 학습을 진행하면서 가상

현실 콘텐츠가 제공하는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몰입형 가상현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더하여 학습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의미있고 실생활 문제에 기반한 내용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류지현, 2006; Newman et al., 1995). 학습자들이 감정

적으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상황과 학습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연계하여 전달해야 하며(이영수, 2017; Lindgren, 2015), 소요환(2016)은

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학습자 참여와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교수자 및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설

계해야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위해 Bertram와 동료

들(2015)은 상대방을 모니터링하고 관찰결과를 토론하게 할 것을 제안하

였다. 또한 습득한 지식과 기술, 역량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임

다미, 김상연, 2017; 정유경, 2017; Driskell et al., 2015, Lok et al.,

2006), 상호작용을 위한 소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한정선, 2001). 교

수자는 적절한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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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백영균, 2010; Lindgren, 2015;

Salas, Burke et al,. 2002; Thomson et al, 2005).

여섯째, ‘의미있는 학습경험’은 학습자들에게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

하는 것 이상의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설계해야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성찰을 위한 실습과 가이드된 토론 등

을 통해 학습경험을 성찰하고 공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Driskell et al.,

2015; Lok et al., 2006).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의미있고 기억되는 학습

경험을 위해 성찰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이영수, 2017;

Angelos. et al., 2015).

문현분석 구성요소

학습목표는 기대되는 결과나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구

체적으로 작성하라(백영균, 2010; Angelos et al., 2015;

Gronlund, 2009; Mager, 1997)

학습목표 및 

학습자 특성 

학습 대상자와 요구되는 과제를 분명히 하라(Arthur,

Edwords, Bell, Villado & Benett, 2005)

학습자의 특성 및 선행요구지식과 기능을 확인하라

(Armstrong, et al, 2013; Newby, Stepich, Leman &

Russel, 2010)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라(백영균, 2010; Agazio,

et al., 2002; )

가상현실 기기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상황과 여

건을 고려하라(윤유상, 2006)

콘텐츠 활용

준비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활용하라(Smaldino et al.,

2012)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라(윤유상, 2006; Ćosić et al., 2010; Smaldino et

al., 2012; Zook, 2012)

<표 Ⅱ-6> 가상현실 기반 학습의 교수설계와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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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에 따른 성취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선정하라

(Wagner, 2008)

교육 전·중·후 읽거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라(김

상현, 2017; 이지향 외, 2017; Driskell et al., 2015)

교수자 및

학습자 준비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를 충분히 준비시켜라

(Garne, Briggs, & Wager, 1992)

안내자, 조언자, 중재자 등 교수자의 다양한 역할을 계획

하라(백영균, 2010)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준비활동을 설계하라(

Driskell et al., 2015)

학습자의 사이버 멀미 현상을 고려하라(송은지, 정아름,

2017; Armstrong et al, 2013; Riener & Harders, 2012)

의미있고 실생활 문제에 기반한 내용을 제시하라(류지현,

2006; Newman et al., 1995)

상황몰입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상황과 현실적

상황을 연계하여 전달하라(이영수, 2017; Lindgren, 2015)

몰입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라(소요한, 2016;

정유경, 2017)

성공적인 학습전이를 위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시

나리오를 설계하라(Dalgarno & Lee, 2010)

상대방을 모니터하고 관찰결과를 토론하게 하라(Bertram

et al., 2015)
학습자 참여와

상호작용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하라(김기민 외, 2009; 백영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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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게 하라(정유경,

2017; 임다미, 김상연, 2017)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량들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라

(Driskell et al., 2015, Lok et al., 2006)

상호작용을 위한 소그룹을 구성하라(한정선, 2001)

보다 깊고 오래 지속하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의 연습을 제공하라(백영균, 2010; 한정선, 2001;

Einsenreich & Harshman, 2014; Morrison & Lowther,

2010)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권한을 부여하라(Angelos.

et al., 2015)

적절한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라(백영균, 2010;

Salas, Burke et al,. 2002; Lindgren, 2015; Thomson et

al, 2005)

정확하고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Driskell et al., 2015)

반성적인 실습을 설계하라(Jonassen, 1994)

의미있는

학습경험

학습목표에 대해 가이드된 토론과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

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라(Driskell et al., 2015)

토론을 통해 학습경험을 공유, 성찰하게 하라(Driskell et

al., 2015; Lok et al., 2006)

의미있고 기억되는 학습 경험을 위해 성찰을 구조화하라

(이영수, 2017; Angelo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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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현실 콘텐츠 기반의 군 정신전력교육

가.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의학 분야의 활용사례

의학교육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지식과 수행을 통

합하는 교육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강의위주, 임상실습 교육

에서 벗어나 임상에 가까운 상황을 접하도록 하여 임상진료 및 위기상황

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보장한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육방법이다. 의학 분야에서 이러한 교육

방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통적인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첫째,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의 증가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잦은 의

료사고와 분쟁은 환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실제 1999년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US National Academis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 수는 연 4만 4천여 명에 이르며, 이

는 미국 내 교통사고, 에이즈,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수를 훨씬 상회한다

고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88억 달러의 건강보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

며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도 유사한 상황에 놓

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gren, 2015). 또한 미국의 경우, 의료분쟁으

로 손실액이 연간 170～290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환자 안전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윤우상, 2006).

둘째, 실제 의사 수준과 환자가 기대하는 의사 수준 간의 차이(Gap)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빠르게 축적되는 새로운 의학 지식 및 의료

기술을 의사들이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IS(Minimally Invasive Surgery)는 최소절개 수술로서 환부에 대한 최

소 부위 절개를 통해 조직 보호가 가능한 시술이다. 그러나 수술 시 내

시경으로 보기 때문에 시야와 손의 연결이 즉각적이지 않으며, 개복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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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유도가 떨어진다. 때문에 의사는 많은 훈련을 통해 특정 능력을

획득해야 가능한 수술 방법이다. 실제 임상을 통해 실습하기에는 위험도

가 높고 윤리적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며, 이는 가상현

실을 활용한 시뮬레이터 교육을 통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처치까지 가

능하다.

윤유상(2006)은 의학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리에터

(Simulator)라는 특수 마네킹을 통해 학습자가 진단 및 치료과정을 실습

하는 것으로 말하며, 이를 학습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추론능력을 배우가

평가가 가능한 실습이라고 하고 있다. 의학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제 상황과 환자를 대상으로 처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

시키고, 윤리적 문제에서 해방되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처치를 시도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드문 상황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

Riener과 .Harders(2012)은 전통적 의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안전사

고의 증가, 의학적 환경의 고비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의학 분야에서 가

상현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상현실을 통해 질병 사례 연구

분야 및 해부학, 의료훈련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시각

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청각 및 촉각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재활, 심리치료, 수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층위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 치료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치료절차 또한 간편하고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의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가상현실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 Manganas와 동료들(2004)은 Just VR 시스템을 통해 의료 연수생이

가상 조수와 상호 작용하여 가상의 희생자를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며, Lok와 동료들(2006)에 따르면 의대생과 보조의사를 대상으로 급성

복통 환자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상환자를 활용해 가

르쳐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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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분야의 활용사례

그동안 가상현실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나 비디오 게임, 상호작용에 익

숙한 세대의 학생들을 공동체에 연결하거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은 사회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개념의 발전을 돕거나 학생의 인지를 구성하는데도 특별한 성질

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Lindgren, 2015). 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는 가

상환경과 아날로그적 조작의 형태로 공간적 준거 틀에서 상호작용을 한

다. 이는 시각, 청각, 촉각 피드백 등 다양한 자극과 몰입적 디스플레이,

가상콘텐츠, 공유된 시뮬레이션에서의 사용자 등을 포함한다.

가상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어포던스를 감지할 경우 교육이 더욱 흥미로

워진다. 여기서 교육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반영하고,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경험을 시뮬레이션하게 하는

것(Lindgren, 2015), 조작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적인 아이디어나 개

념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Luo,Luo, wickens, & Chen, 2010). 가상환경

에서는 매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통찰이나 중요한 현상의 오개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또한 학습자의 행동

이나 결정에 대해 목적성 있고 풍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김기민 외(2009)은 HMD와 컨트롤러를 이용한 체감형 인체 구조 학습

시스템은 인체 구조에 대한 사실적인 제공함으로써 몰입감 높은 학습 환

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에게 인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내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심규철(2003)은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

육 자료의 지식성취도 향상 효과를 조사하였고 인지수준에 따른 지식성

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검증결과, 지식이나 이해 수준의 문항을 제외한

적용, 분석 및 종합 수준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나

타냈다.

또한 가상현실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에서도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는 장비숙달 및 조작 등 위험성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실제 수행이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습자들이 습득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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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기술에 기초한 현실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되

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습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경험학습

맥락에서 특정 사용자의 경험을 위해 가상현실에서 설계된 경험으로, 필

연적 목적 중심의 맥락에서 고안한 의도적인 활동을 통한 행동과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Angelos, et al., 2015).

특히 가상환경(VEs) 훈련 시스템은 팀워크 차원에서 지식, 기능, 과정,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 복합적인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Moskaliuk,

Bertram, & Cress, 2013a, 2013b). 특히 경찰관, 소방관 및 군인 등은 다

양한 작전을 준비하고 성공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지

만, 실제 상황에서 훈련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상현실을 통한 훈련으로 비용, 위험 등의 노력을 절감시키고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Rose et al., 2000).

Bertram과 동료들(2015)은 독일 연방 주 경찰 훈련 부서가 수행 한 대

규모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경찰관 훈련을 위해 VTE ViPOL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상현실 훈련 그룹과 표준 그룹, 대조그룹

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가상현실 훈련 그룹이 표준그룹

만큼 효율적이었으며 복잡한 과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임다미와 김상연(2017)은 기술공학 분야 직업훈련에서 활용 가능한 토

탈스테이션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높은 흥미와

몰입, 인지된 학습 효과성 및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조작의 편의성, 실제 장비와의 유사성, 반복 학습, 실제장비에의 활용성,

자기주도성, 실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 언제 어디서나 장비에 대한 교육

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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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 분야의 활용사례

기술은 군대훈련의 효과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첨단 기술은 기존의 전

통적 위협 뿐만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나노기술, 생명공학, 로봇공학, 인지 과학 등 ITC 혁신은

새로운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기술의 도입을 가

능하게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작업 및 효과가 입증되었다

(Lele, 2013).

군사 훈련 분야에서 가상현실 기술은 더 넓은 적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군대가 훈련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탐색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한 이

유는 기본적으로 위험 노출을 줄이고 스텔스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Herrero & Antonio 2005). 또한 일상에서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직업

훈련'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 상황에 맞는 특별히 고안된 가상현실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군인들이 군사적·정신적·육체적 도전에 직면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이션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제 장비로 이

동시키기 까다로운 기동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현실을 사

용하면 장비 오작동이나 악천후 또는 예기치 않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

션 할 수 있다(Molloy, 2009). 특히, 비행 훈련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의

경우, 조종사 훈련과 관련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안전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전술 비행 훈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리 및 전술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항공기 외에도 가상현실은 지상 차량 및 물에서 작동하는 차량의 시뮬

레이터 제작에도 활용된다. 이러한 시뮬레이터는 단일 차량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참가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교육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 속한다. 탱크나 무거운 장갑차와 같

은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특수 장치가 제공되며, 예

측하기 힘든 기상 조건이나 도시의 전투 환경을 포함한 어려운 지형을

복제하여 훈련을 수행 할 수도 있다.

또한 트라우마나 공포증, 중독 등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군사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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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대학 산하의 창의적 기술연구소(University of California for

Creative Technologies)는 이라크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를 위해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인 ‘버추얼 이라크’를 제작해 60여 개 병원에서 적

용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외, 2016). 이는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

들의 전장공포증에 대한 예방적 치료와 심리적 안정, 사기 및 자신감 고

취 등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기술 전문가들은 가상현실은 현대 전쟁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가

진 기술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 HMD 및 의료용 응용 프

로그램을 넘어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3차원 정보

를 수집하여 착용자의 고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메인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병사 헬멧을 개발하는 작업 진행 중이다. 이는 색상코드 통해

아군, 예상 위험 지역, 임박한 공습 장소, 랑데뷰 포인트 등 전장에서 중

요한 측면들에 대한 요소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군

은 현장의 각 군인에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경량 센서 및 디스

플레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컴퓨터, 360도

camera, UV 및 적외선 센서, 입체 카메라 및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기술 반투명 디스플레이 고글 등이 포함된다.

김효군과 동료들(2016)은 군 훈련방안으로 가상현실을 적용할 것을 제

안하며, 미 육군의 가상현실 훈련시스템을 예로 들고 있다. 미 육군은

2000년대 후반부터 ‘DSTS(Dismounted Soldier Training System)’이라는

분대급 보병 훈련 시스템을 개발을 개발하여, 2012년 1월부터 미 육군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각개 병사로부터 분대에 이르는 팀

단위 훈련이 가능하며 작전간 마주할 수 있는 5개의 작전 테마와 다양한

작전형태(공격, 방어, 도시작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의

목적에 부합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좁은 환경(개인 1㎡, 분대

16㎡)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시장 관점에서도 군사 시뮬레이션 및 가상 교육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에 직면 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거나 교육, 기술

및 하드웨어 우선 순위를 재구성하려고 시도 할 때 군사 시뮬레이션 및

가상 교육이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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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차원에서도 군사시뮬레이션 및 가상 교육은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군 정신전력교육에의 시사점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사례를 통해 가상현실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교수-학습 분야에 활용될 때 바람직한 학습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군 정신

전력 맥락에서도 가상현실 콘텐츠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이를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장병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 정신전력교육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설계해야한다. 장병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남성으

로, 소셜 네트워크나 비디오 게임을 통한 상호작용에 익숙한 세대이다.

가상현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학습자들에게 재

미와 참신함을 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Sulivan et al.,

2011).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장병 학습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게임적 요소를 고려

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여 학습 흥미를 지속시키고 참여 수준을 향

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효과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

준에 적합한 잘 설계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고, 학습에서 실제적 맥락

을 제공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의 지식, 신념,

가치, 결정, 행동의 가능성 등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

고, 일련의 행동을 마친 뒤 피드백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취감

과 몰입 증진을 위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Angelos et la., 2014).

둘째, 군 정신전력교육 방법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경험학습을 통해 학

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경험 학습은 학

습이 일련의 인지적 재구조로 특징지어지는 학습자의 지식 구축을 촉진

한다. 학습자의 개념 프레임 워크는 학습자가 직면한 새로운 경험, 정보

또는 개념을 기반으로 구조적 수정 또는 수정을 거친다(Ueno, 199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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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과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표상 기억의 단계에 머물러 있

게 된다(Barab, Barnett & Squire, 2001; Novak & Gowan, 1984).

군 정신전력교육의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영역에서 주요 교육내용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 고취, 역사적 국난극복, 적에 대한 인

식과 도발사례, 군인의 가치와 의무 등 국가와 안보에 대한 관점과 신념,

과거의 사례를 통한 교훈과 시사점 등으로 장병들이 직접 경험을 하기에

제한되는 내용이다. 또한 군 정신전력교육은 주로 시청각 교재와 교관의

설명을 통해 장병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내면화된 경험적

지식으로 축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상현실 콘텐츠는 장병들이 공간

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경험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

다. 가상현실 콘텐츠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통해 장병들의 몰입감을 극대

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반성

적으로 성찰하고 개념화함으로써, 각자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고려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팀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군대는 최소 분대 단위에서 소대, 중대 등에 이르기까지 팀을 구성

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군 정신전력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적용’

단계에서 행동은 각개 병사 뿐만 아니라 팀 단위의 행동을 포함한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군 정신전력교육으로 팀 단위의 지식, 기능, 수

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장에서, 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할 팀의 동료는 장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상적인 군 생활에서 동료에 대한 소중함과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군 정신전력교육 시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동료들과 상호작용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팀워크를 증진시키고 전우애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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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현실 콘텐츠의 유형

가상현실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군 정신전력

교육의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 콘텐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역사체험 콘텐츠이다.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의 일환

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은 주로 역사 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전사적지

견학 위주로 진행된다. 군 부대의 특성상 현장체험의 물리적·환경적 제

약이 발생하며, 장병은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어 단순한 견학에 그칠 가

능성이 높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체험은 여건의 제약을 극복

하고 가상현실을 매개로 장병 학습자가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적극적인 참여자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류인영 외,

2009).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는 ‘Youtube 360’, ‘Google

Expedition’ 등에서 정신전력교육의 영역별 주제에 따른 키워드를 입력

하여 비교적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의 HMD를 주로 활용

하기 때문에 손쉽게 조작하면서도 학습자의 몰입과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이다.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은

캐릭터와 사용자의 시점이 동일시되는 1인칭 시점을 부여하는 공간적 특

성을 가지며 사용자의 몰입과 현존감을 높인다(이승제, 조현주, 2010). 여

기에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매개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시각적 생생함(Vividness)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시

공간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가상현실 게임은 몰입형 HMD와 컨

트롤러를 착용하여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중에 다양한 상황의 가상현실 FPS 게임이 출시되어 있으나, 군대와

전쟁 맥락에서 게임의 공간 상황과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는 게임을 활용

하여야 장병 학습자가 군 정신전력교육의 목적성과 의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 맥락의 가상훈련 시스템이다. 각국의 군에서는 군사 훈련 분

야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훈련 기기를 개발하여 실전적인 주특기 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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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현실 훈련은 안전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팀의 역량을 향

상시킬 수 있으며, 실제적인 환경에서 팀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Driskell et al., 2015).

최근 우리 국방부에서도 병력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훈련시스템에 가상현실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하기도 했다(국방부, 2018a). 이에 따르면 육군은 가상현실을 이

용해 대테러 임무 수행을 위한 지능형 가상훈련체계인 ‘특수작전 모의훈

련체계’를 도입하고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 훈련’ 체계, 공군은 기지방어

작전 수행을 위한 ‘기자작전 훈련체계’에 가상현실을 적용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훈련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육군사관

학교에서 개발한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의 통합훈련체계는 실전 적용을

위한 준비 중이다.

각 유형의 콘텐츠는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등의 정신전력교육 영역

별 내용에 적용 가능하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단순히 흥미와 관심

유발이 아닌 장병 학습자의 몰입과 내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

수활동이 목표의 성취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며, 교육목표

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수설계가 필요하다(임철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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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현실 콘텐츠 기반의 군 정신전력교육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군 정신전력교육은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실시되

는 중심 활동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식’, ‘내면화’, ‘적

용’의 단계를 거친다. 즉, 군 조직의 법규와 질서, 부여된 임무와 가치를

인식하여 각자의 태도, 가치관, 사고방식과 행동유형을 형성하여 행동으

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전력은

인지적(cognitive) 측면의 정신전력, 정의적(affective) 측면의 정신전력,

행동적(behavioral) 측면의 정신전력으로 나눌 수 있다(김인국, 2017).

인지적 측면의 정신전력은 국토방위의 중요성 인식, 부대와 자신의 임

무 또는 군대윤리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바탕으로 수호해야 할 가

치와 적에 대한 인식, 군대 및 군인과 관계된 가치 인식 및 신념을 말하

며 이러한 인식 및 신념이 부대 임무 수행과 전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작용할 때, 이러한 심리수준의 정신전력을 인지적 정신전력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의적 측면의 정신전력은 국토방위에 대한 적

극적 태도, 부여된 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열의, 부대의 제반 법규나 관리

운영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 태도와 동기적 차원의 정신전력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측면의 정신전력은 적과의 싸움에서 적군에게 피해를

주고 아군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고, 부대임무 수행에 적극적으

로 기여하는 행동의 총체이다.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학습은 대부분 텍스트와 2D로 된 비몰입형 환경

에서 상황에 적합한 가치와 행동을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장병들이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습득한 지식과 개념을 적용할 때 인

지적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기회조차 많지 않다.

가상현실 기술의 몰입감(Immersive)와 상호작용(Interactive)은 공간과

행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 종합적인 인지로 넘어가는 연결고

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이영수, 2017). HMD와 360도 영상 등은 기존의

영상이 제공하지 못했던 강력한 몰입감 제공하며 내가 이 곳이 아닌 다

른 곳에 있으며, 그 곳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존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제스처 인식 컨트롤러 및 촉각 제공 햅틱 컨트롤러 등 HM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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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는 장비를 통해 제공되는 가상현실 콘텐츠는 인간의 행동 가능성

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는 체화된 인지(Embedded cognition)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는 신체

의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체현

(embodiment)이 인지의 강력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이영수, 2017). 체

현을 통한 지식과 개념의 실행은 학습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가상현실

에서 입력으로서 제스처, 터치, 신체 위치 등 자연스러운 물리적 움직임

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술 및 인터페이스의 출현에 의해 보강이 가능하

다.

가상현실은 가시화하거나 텍스트와 2차원적 자료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학습내용, 추상적인 학습 개념, 그리고 고위험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험 등에 적용하기에 유용한 매체이다.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장병들의 몰입감을 통한 현존감을 제공할 수 있

으며, 실제 행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테스트 자극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 기술 및 태도는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비교하여

실제 상황으로 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alas &

Cannon-Bowers, 20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기반의 군 정신전력교육 방

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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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가상현실 콘텐츠 기반의 군 정신전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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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설계·개발 연구

본 연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

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ichey와 Klein(2007)이 제안한 설계·개발

연구(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방법론 중 Type Ⅱ의 모형 연

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계·개발연구는 TypeⅠ의 교수적·비교수적 산출

물 및 도구연구와 Type Ⅱ의 모형의 개발과 관련된 설계, 개발, 평가에

대한 모형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설계원리, 전략, 지침 등의 개발

도 포함된다(Richey, Klein & Nelson, 2004).

Type Ⅱ의 모형 연구는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한 모형의 타당

화, 모형의 사용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으나(Richey & Klein,

2007) 연구 수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모형을 개발한 후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까지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Gustafson & Branch, 2002; Richey &

Klein, 2007). 본 연구에서도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을 위한 교수설계 원리를 개발한 후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

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화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내적 타당화는 전문가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외적

타당화를 위해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검사지와 면담, 수업 관찰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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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교수설계 원

리의 개발과 교수설계 원리를 적용한 수업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

응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군 정신

전력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도출

한다. 이론적 탐색으로는 ‘정훈교육’, ‘체험형 정신교육’, ‘가상현실 교육/

학습’, ‘Virtual reality’, ‘military/troop/armed ‘forces/army’, ‘military

moral/ethics/mental education’, ‘VR training military’ 등을 핵심 용어로

선정하여 관련된 선행문헌을 검토 및 분석한다. 둘째, 초기 교수설계원리

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적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다. 교육공학 전

문가 3인과 군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교수설계원리 전반과 개별 상세지

침의 타당도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타당도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교수설계원리를 수정하고 이에 대해 2차 타당도 검사를

받는다. 2차 타당도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교수설계원리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는 제

N보병사단 ○○연대 A중대 주간정신전력 교육에 적용한다. 주간정신전

력교육은 주간 단위로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교육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설계원리는 3차시에 거쳐 적용되었다. 넷째,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의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

로 반응검사를 진행한다. 학습자에게는 교수설계원리가 반영된 수업에

대한 만족도 검사와 교수설계원리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 묻

는 면담을 진행하며, 교수자에게는 교수설계원리 전반 및 개별 상세지침

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 묻는 면담을 진행한다. 다섯째, 외적 타당

화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교수설계원리를 도출한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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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절차 및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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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초기 교수설계원리 도출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개

발하기 위해 군 정신전력교육과 가상현실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고찰하였

다. 구체적으로 ‘정훈교육’, ‘체험형 정신전력교육’, ‘가상현실 교육/학습’을

본 연구의 핵심 용어로 정하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구글 학술검색(https://scholar.google.co.kr)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후 수집한 자료들 중 연구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

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문헌으로는 단행본, 보고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고려해야하므로 군 정신전력교육과 관련된 지침, 보고서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나. 전문가 타당화

1) 연구 참여자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초기 교수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위

하여 총 2번의 전문가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기존 연구에

따라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한 경험이 있는 사람(연은경, 2013,; Grant & Davis, 1997) 또는 관

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Ericsson & Charness,

1994)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5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이 중 3

명은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가상현실 분야의 논문을 게재한 경험

이 있는 자이며, 2명은 군 전문가로 교육공학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이들

에게 개별적으로 참여를 의뢰하였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를 대상

으로 1차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2차 내적 타당화의 경우에는 1차 타당도 검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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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타당화를 받고자 하는 교수설계원리가 1차 내적 타당화 검사의 결

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것이므로, 2차 내적 타당화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초기 교수설계원리와 수정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2차 내적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의 프로필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자료 수집

교수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화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타당화 검사 도구는 ‘연구에 대한 소개’와 ‘교수

설계원리의 타당화를 위한 질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교수설계원리

의 타당화를 위한 질문은 나일주, 정현미(2001)가 사용한 문항을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등

총 5가지의 문항을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원리

와 전략에서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교수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문항은 <표

전문가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공분야 1차 2차

A 조교수 16년 박사 교육공학 √ √

B 연구원 8년 박사 교육공학 √ √

C 연구원 5년 박사 과정 교육공학 √ √

D 정훈장교 11년 석사 교육공학 √ √

E 보병장교 10년 석사 교육공학 √ √

<표 Ⅲ-1> 전문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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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와 같다.

교수설계원리의 세부지침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교수설계원

리와 세부지침별로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개발하

였다.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에 적을 수 있도록 별도

의 의견란을 추가하였다.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1차 전

문가 타당화 질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 문항은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도구와 동일

하며, 1차 전문가 타당화 이후 수정된 교수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이 타당

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전문가의 의사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을 요

청하고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 면담 시에는

녹취에 동의한 전문가에 한해 녹음을 진행하였다.

영역 문항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설계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표 Ⅲ-2> 교수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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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전문가 타당화 점수를 토대로 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nter

Rater Agreement, 이하 IRA)를 산출하였다.

CVI 값은 각 설문항목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비율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누

어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CVI 평균이 0.80 이상이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

로 간주한다(Grant & Davis, 1997). IRA 값은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평

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며, 평가자 간에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의 수

를 전체 항목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Rubio et al., 2003). IRA 값이

0이면 평가자 간의 의견이 완전히 불일치 한다는 의미이며 IRA 값이 1

이면 평가자 간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IRA는 그

값이 0.80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해

석한다(Rubio et al., 2003).

전문가가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한 개방

형 질문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설계원리 전반의 개선사항, 개별 세

부지침의 개선사항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조사

총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개발․수정한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적용하여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

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수업 간 참여관찰 형태로 교

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수설계

원리와 상세지침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육군 제N보병사단의 △△연대 A중대에서 주간정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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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하는 교관 및 장병 1개 소대 병력 총 21명이다. 또한 정훈장

교 3명이 수업 전·중·후 과정에 참여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에 대한 의견을 최종 교수설계원리에 반영하였다. 군 정신

전력교육 현장에서 주로 지휘관 중심으로 교관이 편성되어 있으나, 정훈

장교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집중정신전력교

육, 특별정신전력교육 등 교관 지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 단위로 시행하는 주간정신전력교육은 육군의 경우, 수요일 오전

3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 통제 하 전 동일한 내용

과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육군 지침 상 해당 부대 지휘관 판단 하

에 분기 1회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간정

신전력교육시간에 참여형 교육의 일환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관의 수업진행의 편이성과 가상현실 기기 사용

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소대 규모로 연구 참여자를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Ⅲ-3>와 같다.

구분 직책 계급 인원 성별

교수자

중대장 대위 1 남

N사단 정훈장교 대위 1 남

○○연대 정훈장교 대위 1 남

△△연대 정훈장교 대위 1 여

학습자

병사 병장 8

남병사 상병 2

병사 일병 9

<표 Ⅲ-3> 연구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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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평가에 참여하는 교수자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면담을

통해 심층적인 반응을 살펴보았다. 면담은 반구조화 된 면담지를 활용하

여 중대장 및 정훈장교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약 1시간 정도 진행하

고,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 전반 및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학습자 대상의 반응검사는 크게 설문과 면담으로 실시한다. 설문의 경

우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차원에서 묻는 6개의 선택형 문항과 교수설계원리와 상

세지침에 대한 5문항,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3개의 개

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

도에 따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면담의 경우 8명의 학습자와 교수자 4명에게 수업 전반과 개별 교수설

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설문 및 면담은 각 30분 정도 소요되며 면담 시 연구 참여자

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녹음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참여

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Ⅲ-4 >와 같다.

연구

참여자
구분 계급 학력 군 교육경력

교수자

중대장 대위 대학교 졸업 7년

N사단

정훈장교
대위 대학교 졸업 6년

○○연대

정훈장교
대위 대학교 졸업 4년

△△연대

정훈장교
대위 대학교 졸업 3년

<표 Ⅲ-4>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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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양적

자료인 학습자 만족도와 개별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술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선택형문항에 대해 전체 참여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자료인 학습자의 개방형 설문에 대한 응답, 학습자 면

담, 교수자 면담자료는 설계원리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 개별 설계원

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코딩한다. 분석된 자료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최종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는데 활용되었다.

학습자

A 병장 대학교 재학 19개월

B 병장 대학교 재학 19개월

C 병장 대학교 재학 18개월

D 병장 대학교 재학 17개월

E 상병 대학교 재학 17개월

F 상병 대학교 재학 15개월

G 일병 대학교 재학 9개월

H 일병 고교 졸업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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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

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교

수학습 매체로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때 교수설계자 혹은

교수자가 수업 설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설계원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쳤

다. 먼저,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

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기 교수설계원리를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군 정

신전력교육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에 참여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 평가를 통

해 최종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1. 초기 교수설계원리개발

가상현실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의학·보건·교육·군사 분야 등에서 필요

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상현실을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 가상현실 훈련 시뮬레이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심리치료를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군 정신전력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태도와 가치 함양을 위해 가상현실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여 적용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초기 교

수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가상현실의 활용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군 정신

전력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교육 영역별로 범주화하였

다. 또한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성과 가상현실 콘텐츠의 특성을 각각 분

석하여 교수자가 군 정신전력교육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분석’, ‘선정’,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중심으로 초기 교수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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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

한 교수설계원리는 6가지의 일반 교수설계원리와 16가지의 상세 지침으

로 구성되었으며, <표 Ⅳ-1>과 같다.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연구자

1. 학습자 특성 반영(Reflection of Learner Trait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와 학습자 특성을 확인한다.

1.1. 부대 유형과 임무를 확인하라.

(예. 전·후방 및 제대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임

무를 확인하는 것)
김상현, 2017; 백영균,

2010; Agazio et al.,

2002; Armstrong et

al, 2013; Newby, et

al., 2010

1.2. 학습자의 선수지식과 기능을 확인하라.

(예. 해당 부대 장병들의 정신전력 수준과 가상현실에

대한 선수지식 등을 확인하는 것)

2. 합목적성(Purposefulnes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으로 기대되는 정신전력교육의 목표를 진술한다.

2.1. 정신교육의 영역별 학습목표와 중점을 진술하라.

(예.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영역별 교육에 대한

목표와 중점을 명시하는 것)

Mager, 1997

2.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작성하라.

(예. 학습대상, 기대 행동, 행동이 관찰될 조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이 숙달되어야할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

Gronlund, 2009

3. 적합성(compatibility)의 원리

: 정신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한다.

<표 Ⅳ-1> 초기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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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활용하라.

(예. 정신교육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최신성, 흥미수준

과 참여도, 사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현실 콘텐

츠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

Smaldino et al., 2012

3.2.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선정하라.

(예. 정신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학습,

게임기반학습, 협동학습 등 적절한 전략을 선정하는

것)

Wanger, 2008

3.3. 정신교육 및 가상현실 전문가와 협력하여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라.

(예.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활용 가능한 가상

현실 게임, 시뮬레이터, 플랫폼 등을 선정하는 것)

윤유상, 2006; Ćosić

et al., 2010; Smaldino

et al., 2012

4. 계획성(Planning)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교수자의 역할을 계획한다.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법, 개념, 방식

을 안내하라.

(예. 교육 전, 중, 후 교수자의 역할과 피드백 방법 등

을 명확히 하는 것)

백영균, 2010

5. 사전 준비(Preliminarie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충분히 준비시킨다.

5.1.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라.

(예. 학습자가 교육 전, 중, 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상

현실 콘텐츠에 대한 설명과 진행방식 등을 출력물로

제공하는 것)

김상현, 2017; 이지향

외, 2017; Driskell et

al., 2015; Ganne,

Briggs, & Wag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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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학습자가 사전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

게 하라.

(예. 구글 카드보드 등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가

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

Driskell et al., 2015

5.3.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예. 사이버 멀미에 대한 안내, 가상현실 체험 시간 조

절 등을 통해 사이버 멀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는 것)

송은지, 정아름, 2017;

Armstrong et al,

2013

6. 유의미성(Significance)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이상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6.1.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게 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을 숙지하

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임다미, 김상연, 2017;

정유경, 2017; Driskell

et al., 2015

6.2. 교육 진행 간 가상현실 콘텐츠 참여자와 관찰자

의 임무를 명시하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라.

(예. 학습자 상호 모니터링과 의견교환을 통해 학습경

험을 공유하는 것)

심규철 외, 2000; 이영

수, 2017; Bertram, et

al., 2015

6.3. 학습자의 참여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 교수자가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고 즉

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임상욱, 2016;

Thomson, et al, 2005

6.4. 결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외적 강화를 하라.

(예. 학습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의견 제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Angelos, et al., 2015

6.5.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간 느꼈던 생각, 감정, 변

화 등을 공유하고,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

Angelos et al., 2015;

Thoms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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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전문가 타당화

가. 초기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초기 교수설계원리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 1차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교육공학 전문가 3인과 군 교육 전문가 2인으로 이루어진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전문가들은 초기 교수설계원리의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에 대해 평균

3점 이상의 평가를 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명력과 이해도의 평균은 각 3점과 2.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으로, 설계원리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에 대한 수정이 필요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내용타당도(CVI)는 전 항목 0.8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교수설계원리가 실제 정신전력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유용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가상현실 기반의 군

정신전력교육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점자간 일치도 지수(IRA)가 0.8미만으로 전문가 간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간의

영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3 2 3 4 3.2 0.84 0.8

0.4

설명력 2 4 3 3 3 3.0 0.71 0.8

유용성 4 3 3 4 4 3.6 0.55 1

보편성 3 4 3 4 4 3.6 0.55 1

이해도 3 3 2 3 3 2.8 0.45 0.8

<표 Ⅳ-2> 초기 교수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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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등 전반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해서도 타당화 질문지를 통해 타당

화 검사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세부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각각의 교수설계원리 및 지침에 대한 평균은 2.2에

서 3.8에 분포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평

가자간 일치도(IRA)는 0.27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0.8보다 현저히 낮

아 전반적인 재구조화 및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표 Ⅳ-3>는 평균 3.0 이하, 내용타당도 지수(CVI)가 0.8 이하인 교수설

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나타낸 것이다.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평균 CVI

1. 학습자 특성 반영의 원리 2.6 0.6

1.2. 학습자의 선수지식과 기능을 확인하라. 2.6 0.6

3. 적합성의 원리 2.4 0.2

4. 계획성의 원리 3.0 0.6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법, 개념, 방식을

안내하라.
2.6 0.4

5.3.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상을 완화할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라.
3.2 0.6

6. 유의미성의 원리 3.0 0.6

6.1.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게 하라. 2.2 0.2

6.4. 결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외적 강화를 하라. 2.8 0.6

<표 Ⅳ-3> 평균/내용타당도 지수(CVI)에 따라 수정, 삭제해야 할 설계원리 및 지침  



- 57 -

또한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

과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서도 초기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군과 가상현실의 특성반영’, ‘교수

설계원리의 구조’, ‘부적절한 지침’, ‘표현 수정’, ‘단계 설정의 필요’의 측

면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다. 1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나온 의견을 정리

하면 <표 Ⅳ-4>과 같다.

구분 전문가 의견 해당사항

군과

가상현실

특성 반영

교수설계원리와 지침의 내용과

용어에 군과 가상현실의 특성을

반영

교수설계원리 1. 2. 3.

상세지침 3.1

교수설계

원리의

구조

중복되는 교수설계원리를 통합 교수설계원리 2. 3. 4. 5.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구

체성 수준에 대한 고려
교수설계원리 전반

지침의 예를 구체화하여 교수설

계원리, 전략, 지침으로 세분화
상세지침 1.2. 3.1. 3.2. 3.3.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연

계성이 부족함

교수설계원리 3. 4. 6.

상세지침 3.2. 4.1. 6.4.

부적절한

상세지침

지침 내용의 현실성 검토 상세지침 1.1. 1.2. 3.3 5.3.

지침 내용의 중복 상세지침 2.1. 2.2. 6.1. 6.2.

단계 설정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설

계단계에 대한 명시가 필요

교수설계 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단계 명시

표현 수정
수업운영 전략으로 보이는 표현

수정
교수설계원리 6.

<표 Ⅳ-4> 1차 전문가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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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내용과

용어에 군과 가상현실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

었다. ‘학습자 특성 반영의 원리’, ‘합목적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 ‘계

획성의 원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수설계 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를 반영

한 표현이기 때문에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특징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가상현실의 특성이 반영된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해야한다는 것이

다. 또한 상세지침 3.1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의 예시

를 제시하였는데, 여기도 가상현실을 군 정신전력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의미

성의 원리’ 또한 군 정신전력교육에 실제적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

할 때 얻고자 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변

경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전반적인 구조 측면에서 조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복되는 교수설계원리를 통합하고 교수설계원

리 전반에서 상세지침의 구체성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

다. 이는 교수설계원리, 전략, 지침의 수준이 혼재되어 있어 지침의 예를

보다 구체화하여 교수설계원리, 전략, 지침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의

견이었다. 또한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

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합성의 원리’의 상세지침

3.2의 경우,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과 전략 선정은 별도의 단계로 이루어

져야 하며, ‘계획성의 원리’에서 상세지침 4.1은 누가 누구에게 안내하라

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유의미성의 원리’에서 상

세지침 6.4의 경우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보상을 통한 외

적강화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부적절한 상세지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상세지침 내용 중 1.1

과 1.2의 경우, 군 정신전력교육은 집단적 교육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학

습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가상현실 콘텐츠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상세지침 3.3 또한 현실성 차원에서 가상현실 콘

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매번 전문가와 협조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상세지침 5.3에서 사이버멀미 완화의 방법은 체험시간

조절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타당한 지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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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세지침 2.1과 2.2, 6.1과 6.2의 경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해

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교수설계자가 해당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계단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는 구체

적으로 ‘학습자 특성 반영의 원리’는 사전분석 단계로, ‘합목적성의 원리’

는 목표설정 단계, ‘적합성의 원리’와 ‘계획성의 원리’는 콘텐츠 선정 및

활용전략 설계 단계, ‘사전준비의 원리’는 교수자 및 학습자 준비 단계,

‘유의미성의 원리’는 수업운영 설계 단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설계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운영 전략으로 보이는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의미성의 원리’에서 ～

‘하게 하라’ 혹은 ‘～하라’ 라는 표현은 수업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표현으

로 느껴지므로 ‘～하도록 설계하라’라는 표현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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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따른 교수설계원리의 수정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에 대

한 수정은 초기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도출된 수정사

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5>와 같다

구분 반영사항

군과

가상현실

특성 반영

교수설계원리 1, 3, 6 표현 수정

교수설계원리 6을 5, 6, 7로 세분화

상세지침 3.1 예시 수정

설계원리

의 구조

교수설계원리 4, 5 통합

상세지침 3.2, 4.1, 6.4 삭제

부적절한

지침

상세지침 1.2, 2.1, 2.2, 5.3 수정

상세지침 3.2, 3.3 순서 조정

단계 설정 교수설계원리 전반에 설계단계를 설정하여 명시

표현 수정 교수설계원리 3, 5, 6, 7

<표 Ⅳ-5> 1차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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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의해 도출된 개선점을 토대로 교수설계원리

를 재구조화하고 교수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단계를 명시하였다. 전반

적인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서 군 정신전력교육과 가상현실의 특성

이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과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부적절한 교수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특히, 초기 교수설계원리에서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

라는 ‘유의미성의 원리’는 일반적인 표현과 내용으로 제시되었다는 의견

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장병들에게 의미있는 학습경

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설계원리로서 ‘상황 몰입의 원리’, ‘소그룹 활동

의 원리’, ‘경험구조화의 원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상세지침을 추가하였

다. 이를 수업운영 설계 단계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군 정신전력교육 맥

락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효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교수설계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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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Ⅳ-6>은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다.

단계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사전

분석

1. 부대 특성 반영(Reflection of Troop Trait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특성을 확인하라.

1.1.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할 부대 유형과 임무를 확인하라.

(예. 전·후방 및 제대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확인하는 것)

1.2. 부대의 환경, 가용요소를 확인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여건을 확인하는 것)

목표

설정

2. 합목적성(Purposefulnes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으로 기대되는 정신전력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라.

2.1.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학습목표와 중점을 작성하라.

(예.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영역별 교육에 대한 목표와 중점을 명

시하는 것)

2.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전력교육의 차시별

목표를 작성하라.

(예. 학습대상, 기대 행동, 행동이 관찰될 조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이

숙달되어야할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

콘텐

츠

선정

및

활용

전략

설계

3. 전장 연결(Battlefield Connectivity)의 원리

: 전장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고 적합한 전략

을 설계한다.

3.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활용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콘텐츠의 몰입감과 생동감, 장

병 흥미수준과 참여도,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

<표 Ⅳ-6>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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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해 정신전력교육 및 가상현실 전문가와

협력하라.

(예. 평가표로 선정한 가상현실 게임, 시뮬레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조하는 것)

3.3.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선정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학습, 게임기반학

습, 협동학습 등 적절한 전략을 선정하는 것)

교수

자

및

학습

자

준비

4. 사전 준비(Preliminarie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교관과 학습자를 충분히 준비시킨다.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관의 역할을 계획한다.

(예. 교육 전, 중, 후 교관의 역할과 피드백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

4.2.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라.

(예. 교관 및 장병이 교육 전, 중, 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콘텐츠

에 대한 설명과 진행방식 등을 출력물로 제공하는 것)

4.3. 학습자가 사전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하라.

(예. 구글 카드보드 등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

험하도록 하는 것)

4.4.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상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라.

(예. 사이버 멀미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교육 전 충분한 안

내를 하여 학습자의 심적 대비를 하는 것)

수업

운영

설계

5. 상황 몰입(Immersion of Situation)의 원리

: 장병의 임무를 가정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1. 가상현실 상황에서 장병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예. 교관의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 설명을 통해 장병의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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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상현실 콘텐츠를 반복 체험하게 하라.

(예. 반복체험을 통해 상황의 탐색적 경험을 유도하는 것)

5.3.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과 연계된 학습활동을 계획하라.

(예. 상황에 대한 교관의 추가 설명, 연관된 과제수행 활동 등을 계획하는 것)

6. 소그룹 활동(Small Group Activity)의 원리

: 장병의 상호작용을 위한 소그룹별 활동을 설계한다.

6.1. 소그룹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계획하라.

(예. 소그룹별로 가상현실 체험, 학습활동, 토론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도록 계획하는 것)

6.2. 가상현실 콘텐츠 참여자와 관찰자의 임무를 명시하고 그룹별 상호작

용의 기회를 제공하라.

(예. 장병 상호 모니터링과 의견교환을 통해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것)

7. 경험 구조화(Experience Structured)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학습 경험이 정신전력교육의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1.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간 느꼈던 생각, 감정, 변화 등을 공유하고,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7.2. 장병의 토론에 대해 교관의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 교수자가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는 것)

7.3. 교육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교육진행에 대한 교관 강평

을 계획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의 의의, 부대 임무와 연계된 강평

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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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전문가 타당화

가. 수정된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에 대해 2차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는 1차 타

당화에 참여한 전문가 중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1차 타당화에 참여한 총 5명의 전문가 중 5명 모두 2차 타당화에 참여하

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살펴보면, 교수설계원리 전반의 타당성, 설

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항목들은 평균 3.6에서 4.0로 긍정적인 결

과를 나타냈다.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도

모두 1로 나타나 해당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은 이유는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단계를 명시하여 이해도를 높였으

며,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과 가상현실의 특

성을 반영한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

토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전

영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4 4 4 4 4.0 0.00 1

1

설명력 4 4 3 3 4 3.6 0.55 1

유용성 4 4 4 4 4 4.0 0.00 1

보편성 4 4 4 4 4 4.0 0.00 1

이해도 4 4 3 3 4 3.6 0.55 1

<표 Ⅳ-7> 수정된 교수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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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검토 결과, 각각의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평균은 3.2에서

4.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0.8에서 1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가

자간 일치도 지수(IRA) 또한 0.92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신뢰도와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26개 문

항 중 2점(그렇지 않다) 이하의 응답을 받은 문항이 2개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중심으로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

다.

그 외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한 수정된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Ⅳ-8>과 같다.

구분 전문가 의견 해당사항

표현 및

용어 수정

전반적인 진술 방식이 모형같

은 방식이라 교수설계원리와

지침과 같은 방식으로 재진술

필요

교수설계원리, 상세지침 전반

사전 분석 단계가 사전훈련의

원리와 혼동 가능성, 교수설계

원리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군 맥락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

사전분석 단계

상세지침의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
상세지침 6.1.

교수설계원리를 사용할 대상에

게 적절할 용어를 사용
상세지침 2.1.

용어 변경 상세지침 1.2

<표 Ⅳ-8> 2차 전문가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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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표현 및 용어이다. 교수설계원리와 상

세지침의 전반적인 진술방식이 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

하게 설계한다’, ‘～설계하라’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사전

분석 단계가 사전준비의 원리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분석 단

계’의를 군 맥락에 적합하고 교수설계원리를 종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상세지침 6.1에서 ‘순

차적’으로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바꿔야 하며, 상세지침

1.2와 2.1에서 사용되었던 ‘환경’, ‘중점’이라는 용어는 교육학적 용어로

변경하거나 교수설계원리를 사용할 교수설계자에게 적합한 용어로 변경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상세지침의 예를 구체화하거나 순서를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세지침 3.2와 7.2의 경우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야 하며 상세

지침 4.3과 4.4의 순서와 상세지침 5.1, 5.2, 5.3의 순서를 설계단계에 적

합하도록 변경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상세지침과 수업운영 설계단계가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

세지침 3.3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선정한 후, 수업운영 설계 단계에서 별도의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제시한다면 서로 상충되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상세지침

수정

상세지침의 구체적인 예 필요
상세지침 3.2.

상세지침 7.2.

상세지침의 순서 변경
상세지침 4.3. 4.4.

상세지침 5.1. 5.2. 5.3.

위계 조정
상세지침과 수업운영 설계단계

의 상충

상세지침 3.3

수업운영 설계단계

단계 추가
별도 설계단계 추가하여 교수

설계원리 조정
교수설계원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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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험 구조화의 원리’는 수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활동으

로 느껴지므로 수업 운영 단계가 아닌 별도의 단계를 설정하여 조정할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나.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따른 교수설계원리의 수정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의해 도출된 개선점을 토대로 교수설계원리

의 표현 및 용어를 수정하고 상세지침의 순서 변경과 예시를 구체화하였

다.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을 정리하면 다

음 <표 Ⅳ-9>와 같다

우선,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진술방식을 ‘～설계한다’, ‘～하게 설

계하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전준비의 원리’에서 ‘가상현실 콘텐

츠를 활용할 교관과 학습자를 충분히 준비시킨다’라는 표현을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교관과 학습자에 대한 준비활동을 설계한다’라고 변경

하여 교수설계자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상세지침 1.2와 2.1에

구분 반영사항

표현 및

용어 수정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전반의 표현을 ‘～설계한다’, ‘～설계하

라’로 수정

상세지침 1.2, 2.1 용어 수정

상세지침 6.2 표현 수정

상세지침

수정

상세지침 7.2 예 수정

상세지침 4.3. 4.4. 순서 조정

상세지침 5.1. 5.2. 5.3. 순서 조정

위계 조정 상세지침 3.3 내용 수정

<표 Ⅳ-9> 2차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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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었던 용어 중 ‘환경’은 ‘학습환경’으로 변경하고, ‘중점’은 삭제

하였으며, 상세지침 6.2에서 ‘학습활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으로 표

현을 변경하였다.

또한, 교수설계 단계에 따라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지

침 4.3과 4.3, 상세지침 5.1, 5.2, 5.3의 순서를 조정하고, 상세지침 7.2의

예를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전략 선정과 수업운영단계가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설계원리 3의 상세지침 3.3은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에 대한 교

수전략’에서 ‘가상현실 콘텐츠와 연관된 학습활동을 위한 교수전략’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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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은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단계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사전

분석

1. 부대 특성 반영(Reflection of Troop Traits)의 원리

: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특성을 반영

하여 설계해야 한다.

1.1.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할 부대 유형과 임무를 반영하여 설계하라.

(예. 전·후방 및 제대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확인하여 설

계하는 것)

1.2. 부대의 학습 환경, 가용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여건을 확인하는 것)

목표

설정

2. 합목적성(Purposefulnes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으로 기대되는 정신전력교육의 목표에 맞게 설

계해야 한다.

2.1.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학습목표를 작성하라.

(예.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영역별 교육에 대한 목표를 명시하는 것)

2.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전력교육의 차시별

목표를 작성하라.

(예. 학습대상, 기대 행동, 행동이 관찰될 조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이

숙달되어야할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

콘텐

츠

선정

및

활용

전략

설계

3. 전장 연결(Battlefield Connectivity)의 원리

: 전장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고 적합한 전략

을 설계한다.

3.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활용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콘텐츠의 몰입감과 생동감, 장

병 흥미수준과 참여도,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

<표 Ⅳ-10>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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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해 가상현실 전문가와 협력하라.

(예. 평가표로 선정한 가상현실 게임, 시뮬레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하

기 위해 전문가와 협조하는 것)

3.3. 가상현실 콘텐츠와 연관된 학습활동을 위한 교수전략을 설계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학습, 게임기반학

습, 협동학습 등 적절한 전략을 선정하는 것)

교수

자 및

학습

자

준비

활동

설계

4. 사전 준비(Preliminarie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교관과 학습자에 대한 준비활동을 설계한다.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관의 역할을 설계하라.

(예. 교육 전, 중, 후 교관의 역할과 피드백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

4.2.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설계하라.

(예. 교관 및 장병이 교육 전, 중, 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콘텐

츠에 대한 설명과 진행방식 등을 출력물로 제공하는 것)

4.3.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상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는 세

션을 설계하라.

(예. 사이버 멀미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교육 전 충분한

안내를 하여 학습자의 심적 대비를 하는 것)

4.4.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전 체험활동을 설계하라.

(예. 구글 카드보드 등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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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

설계

5. 상황 몰입(Immersion of Situation)의 원리

: 장병의 임무를 가정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1.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과 연계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예. 상황에 대한 교관의 추가 설명, 연관된 과제수행 활동 등을 계획하

는 것)

5.2. 가상현실 상황에서 장병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도록 설계하라.

(예. 교관의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 설명을 통해 장병의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5.3. 가상현실 콘텐츠를 반복 체험하도록 설계하라.

(예. 반복체험을 통해 상황의 탐색적 경험을 유도하는 것)

6. 소그룹 활동(Small Group Activity)의 원리

: 장병의 상호작용을 위한 소그룹별 활동을 설계한다.

6.1. 소그룹을 구성하여 활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하라.

(예. 소그룹별로 가상현실 체험, 학습활동, 토론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하도록 계획하는 것)

6.2. 가상현실 콘텐츠 참여자와 관찰자의 임무를 명시하고 그룹별 상호작

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하라.

(예. 장병 상호 모니터링과 의견교환을 통해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것)

7. 경험 구조화(Experience Structured)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학습 경험이 정신전력교육의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1.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도록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간 느꼈던 생각, 감정, 변화 등을 공유하고,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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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장병의 토론에 대해 교관의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소감 및 토론에 대해 교관이 적절하고 즉각

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7.3. 교육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교육진행에 대한 교관 강평

을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의 의의, 부대 임무와 연계된 강평

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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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의 설계 및 실행

가. 수업의 설계

본 연구에서 실행된 수업 프로그램은 2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

해 수정된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수업을 설계하기에 앞서 사전분석(부대특성 반영의 원리)을 위해

10월 중순, 연구자와 교수자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

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교수자가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전문가 검토 후 수정

된 것을 설명해주었다. 사단 및 연대 정훈장교 3명과의 면담을 통해 기

존 주간정신전력교육을 분기 1회 시행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

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군 정신

전력교육 영역을 ‘군인정신’으로 설정하였다. 주간정신전력교육이라는 제

한된 교육시간 내 교수설계원리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현

실 콘텐츠의 생생함과 현장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가상현실

기기가 학습자인 장병에게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병 모두가

가상현실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연

구자는 수업을 진행할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교관·장병 및 가상현실 기

기 배치를 구상하였으며, 교관인 중대장은 연구자가 학습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대임무와 유형, 수업 환경, 가용요소, 전반적인 학습자의 특

성 등을 알려주었다. 사전분석 시 면담을 실시한 교육 전문가의 특성은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구분 계급 학력 군 교육경력

중대장 대위 대학교 졸업 7년

N사단 정훈장교 대위 대학교 졸업 6년

○○연대 정훈장교 대위 대학교 졸업 4년

△△연대 정훈장교 대위 대학교 졸업 3년

<표 Ⅳ-11> 면담에 참여한 교육 전문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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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전력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합목적성의 원리). 주간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군인정신 영역을 교육하

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먼저 군인정신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군인정신

은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혹은 규범이다. 군인정신은 정

신전력을 대표하는 구성요소이기도 하며, 군인정신이 얼마나 잘 갖추어

져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음을 결정할

수도 있다(박균열, 2002). 군인정신은 충성, 복종, 책임감, 용기 등과 같은

덕목을 포괄하며, 이러한 덕목들을 내면화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군이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군인

으로서 고유한 품성이다. 때문에 주간정신전력교육을 통한 군인정신 영

역의 교육목표를 ‘장병들이 군인정신을 내면화하고 위기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준비활동과 3차시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1차시 교육에

서는 구글 카드보드를 통해 안중근 장군의 군인정신 관련 가상현실을 체

험함으로써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결의를 본받고 군인의 올바른 가치관

과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3차시 교육에서는 HMD와 컨트롤러를 착용하여 직접 조작 및

체현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정신을 체험하게 하여 어떠한 악조

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상황에서 행

동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 분 목 표

군인정신 영역
장병들이 군인정신을 내면화하고 위기상황에서 임무를 완

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1차시
안중근 장군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를 본받아 군인

의 가치와 행동을 내면화할 수 있다.

2-3차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정신을 체험하고 위기상황에서

군인답게 행동할 수 있다.

<표 Ⅳ-12> 군 정신전력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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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가표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였다(전장 연결의

원리).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요소는 전장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될 만큼 정신전력과 동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국방부, 2016b), 장병들과 전장 환경을 얼마나 잘 연결시켜줄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이는 국가관 및 안보관 영역에서도 마찬

가지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더불어 콘텐츠 내용과 군 정신전력교육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콘텐츠의 몰입감과 생동감, 장병 흥미수준과 참여

도,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구체적인 가상현실 콘텐츠의 선정을

위한 평가표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교육 시 활용하기로 한 구글 카드보드는 비교적 사용이 용이하나, 바

이브(Vive)나 오큘러스의 경우 HMD와 콘트롤러로 구성되어 높은 사양

의 PC와 연동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설치와 조작을 위해 수업

진행 간 가상현실 업체 전문가가 상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상세지침 3.2).

이후 연구자가 교수설계원리 4·5·6을 반영하여 수업 교안의 초안을 작

성한 후 교수자와 수업의 방향을 의논하였으며, 본 수업에 필요한 수업

[그림 Ⅳ-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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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제작하였다. 교안의 흐름에 따라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PPT와 가상현실 콘텐츠와 연관된 학습활동을 위한 활동지

도 함께 개발하였다. 활동지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위해 국방일보에 게재되었던 내용 중 본 연구의 수업 맥락에 적합한 것

을 검토하여 수정 후 사용하였다. 개발한 수업 교안안과 자료들은 교수

자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되었다. 교안의 예시는 다음의 [그림 Ⅳ-2]와

같다.

구체적인 사전준비활동과 3차시에 걸쳐 개발된 수업 교안과 수업 자료

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나. 수업의 실행

먼저, 사전 준비 활동은 수업 하루 전 일과시간 이후와 수업 전 준비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수업 하루 전에는 장병들에게 수업 간 참

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공하였다[그림 Ⅳ-3].

[그림 Ⅳ-2] 군 정신전력교육 1차시 교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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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의 취지와 내용, 방법에 대

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장병들은 가이드북에 제시된 자료와 정신전력

교육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윤독하고 학습과 토론활동 등을

준비하였다. 수업준비 시간에는 가상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에 대해 학습

하였다. 교관은 장병들의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과 정

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사이버 멀미 현상으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사이버 멀미 현상의 원인과 증상, 대처방안에 대해 장병에

게 친숙한 예를 들어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교관은 수업 간 활용할

가상현실 기기와 조작법에 대해 설명하고 장병 2인 1조로 그룹을 구성하

여 직접 조작하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였다.

[그림 Ⅳ-3] 군 정신전력교육 가이드 북 및 수업 간 참고하고 있는 장병

[그림 Ⅳ-4] 사전준비활동 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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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에서는 ‘안중근 장군의 군인정신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

행하였다. 수업 도입부에서는 동기유발과 주의환기를 위해 특정 날짜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안중근 장군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관련된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습활동은 4인

1개조로 구성되어 5개 소그룹의 토론과 가상현실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특히, 안중근 장군이 저격을 한 이유와 사형 집행 전 유묵을 보

고 느낀 점을 토론하게 함으로써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할 역사적 순간에

대해 장병들이 의미를 구성하고 상황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장병들은 구글 카드보드와 유튜브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대문

형무소 현장과 안중근 장군의 사형 집행 당시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

다. 체험 후 소그룹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교관은 1차시 수업을 마무리

하며 소그룹 활동 및 체험에 대한 소강평을 실시하였다.

2-3차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정신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장병들은 2인 1개조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그룹별로 순차적

으로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지는 출력물로 개별 장병에게 배부하

여 학습활동에 대해 참고하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토론

하도록 하였다.

[그림 Ⅳ-5] 소그룹 활동 간 장병이 작성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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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활동은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체험활동 두 가지, 상황과 연

계된 주제에 대한 토론활동 두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활동

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관은 동기 유발과 상황 맥락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와 학습활동과 연계된 장병의 임무를 가정하여 질

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학습활동은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 진주만,

노르망디 등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현장을 체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학습활동은 HMD와 컨트롤러를 이용해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저격수 임무 상황을 체험하였다. 관찰자는 모니터를

통해 체험자의 활동을 관찰하였으며, 소그룹 체험이 끝난 후에는 상호

모니터링 내용과 소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학습활동은

가상현실 콘텐츠의 상황을 우리 군의 위기상황으로 가정하여 토론을 진

행하였으며, 네 번째 학습활동은 우리 부대의 위기상황과 연계하여 개별

장병의 임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였다.

[그림 Ⅳ-6]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군 정신전력교육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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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주 교관인 중대장 외에도 연

대 정훈장교 2명이 수업 진행을 보조하였다. 소그룹 학습활동이 종료된

이후 교관 주도 하에 전체 토론을 진행하였다. 체험 소감과 임무, 각오를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교관은 전체 수업에 대한 의의와 진행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강평을 하고 수업 내용과 연계해 부대 임무를 상기할 수 있도

록 마무리를 하였다.

[그림 Ⅳ-7] 수업을 보조하는 정훈장교와 강평 중인 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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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적 타당화

가. 교수자 반응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 4명에 대해서 중대장 1명과 정훈

장교 3명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 반응

교수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

전력교육 수업 전반에 대한 반응을 강점, 약점, 개선점으로 분석하고 정

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13>와 같다.

범주
교수자

반응
세부내용 빈도

강점

신선함과

생동감

같은 주제라도 새롭게 다가왔다 3

몸으로 직접 해보니까 더 생동감있게 와닿았다 3

효과성

장병들의 집중이 높아져서 교육 진행이 수월하다 1

학습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2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개개인의 효과가 극대화된

다
2

교육의

전이

교육훈련, 병력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

다
1

적용

가능성

집중정신전력교육, 특별정신교육, 투입 전 정신전

력교육 등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4

<표 Ⅳ-13>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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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수자는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수업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위한 노력이 감소했으며, 학습 효과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지금 정신전력교육에 대한 과제나 소주제들이 과거에서 답습하거나

교훈을 삼아서 모아놓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에 타임머신 타고 딱 서있는 거니까, 애들은 첫 번째

신선하고 두 번째는 생동감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군 복무하고 있다는

걸 잠시 잊는 것 같습니다.(중대장)

일단 젤 컸던건 실용성, 그리고 효과가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냥 일반적으로 영상이나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

게 어떻게 보면 행동화, 참여형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으로 직접해보

면서 더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더 와닿고 아까도 VR 저격 스나이퍼

그걸 하고 나니까 인원 한 명이 진짜 자기가 몸을 담벼락 뒤에 숨어서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연대 정훈장교)

VR을 활용해서 단순 흥미를 뛰어넘어서 의미를 만드는 그게 가장 핵심이

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퀘스쳔 마크였다가 오늘 딱 해보고 인

원들 반응도 직접 보고 하니까 적극 찬성 쪽으로 마음이 많이 변화하였습니

다.(△△연대 정훈장교)

약점

기기

부족
인원에 비해 가상현실 기기가 부족했다 3

시간

부족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1

영역

확대

군인정신 외 국가관·안보관 영역 분야의 활용방안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2

개선

방안

여건확충 부대 내 가상현실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3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국방부, 육본 등에서 군 정신전력교육을 위한 가

상현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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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직업교육과 마찬가지로 군 정신전력교육에서도 학습전이는

군 조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정재삼, 2011). 본 연구의 수업을

진행한 교관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훈련과 병영생활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아까도 사격을 하는데 단순히 전장상황에 몰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장전을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중략... 라고 느끼니까 애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아 나는 체력단련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삽탄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

나는 포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산만한 상황에서 집중을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자기만의 취약점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병력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애들은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활발하거나

병영에 갈등을 하는 애들도 체험하면은 거기서 내가 잘난 것만은 아니구나

병력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장병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중대장)

더불어 군 정신전력교육 체계 내에서 다른 유형의 교육에도 적용이 가

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집중정신전력교육이나 투입 전 정신전력

교육도 군인정신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다음 주 교육은) 카드보드도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집중정신전력교육은 예산도 있으니까 그

걸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중대장)

개인적으로는 주간정신전력교육보다 특별정신전력교육이나 집중정신전력교

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시간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것 같고 선행학

습도 있어야 하고 인원들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해서 집

중정신전력교육으로는 2시간 3시간까지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활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대 정훈장교)

저도 요즘 투입전 집중정신전력교육을 하는데 거기도 그런 시간이 1박 2일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 오전을 할애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장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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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이런게 실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면 자신들이 경계를

서는데도 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연대 정훈장

교)

약점으로는 인원에 비해 가상현실 기기가 부족한 점과 주간정신전력교

육 시간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직

접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군인정신 영역이 아닌 국가관·안보관 영역에서

단순 체험 외에 학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인원이 착용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제한이 되니

까.(중대장)

그냥 단순히 시뮬레이션처럼 체험한다, 여기서 현충원에 갈 수 없으니 현충

원에 가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걸 바람을 맞이해서 같이 느껴본다 그런 정도

의 공간을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까지는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 오늘 짜신 교안처럼 뭔가 학습목

표와 더 구체화해서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목에서는.(△△연대 정훈장교)

학습자 반응조사에서 약점으로 언급되었던 사이버 멀미에 대해서 교수

자는 학습효과를 저하시킬 만큼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이버 멀미가 있긴 한데 그건 카드보드에서만 약간 장시간 했을 때 나타

나는 것 같고 그렇다 해도 사이버 멀미도 요즘 병사들은 들어오기 전에 그것

보다 더한 것도 하고 오기 때문에 사이버 멀미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는 건 오늘만 해봐도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버 멀미는 이미 용

사들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전에 컴퓨터 게임이나 사회에 있는 게임들도 저

정도의 어지러움과 혼란은 있기 때문에 VR을 적용하는 것은 용사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 효과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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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에 대해서는 교수설계원리 자체보다 여건 확충과 최적화된 가상

현실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병들에게 가상현실

기기를 모두 보급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부대 차원에서 정신전

력교육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콘텐츠

를 최신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콘텐츠 또한 국방부, 육군

본부 차원에서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 최적화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에 VR 룸처럼 룸이 부대마다 하나 있으면 정신전력교육 뿐만 아니라 교

육훈련도 VR로 해서 콘텐츠만 입력해주면 되기 때문에... (N사단 정훈장교)

국방부, 상급부대에서 이런 효과를 알고서 필요성만 절감을 한다면은 얼마

든지 육군에서도 개발을 해서 야전부대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교육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연대 정훈장교)

기본 정훈교재라던지 조금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역량이 되는만큼이라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국방부 차원이나 정훈 기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중대장)

2)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교수자 반응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별 세부전략의 강점, 약

점, 개선점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Ⅳ

-14>와 같다.

범주
교수자

반응
세부내용

상세

지침

강점
토론과

피드백

장병들의 토론내용이 달라져서 다양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7.2.

<표 Ⅳ-14>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교수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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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가장 큰 강점으로 토론과

피드백의 다양화를 들었다. 기존에는 장병들로부터 정해진 답, 예상 가능

한 범위 내의 답변이 나왔으나,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장병

토론 내용과 피드백이 다양화되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단 피드백이 다릅니다. 피드백이 다르니까 저도 할 말이 다른 겁니다. 걔

들한테 나오는 이야기가 뻔하면 저도 제가 준비된 걸 말하겠지만 걔내들한테

나오는게 A에서 B, C, D ... Z까지 나오면 저도 다시 A’ B’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상승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엔 해봤자

ABC 나오는데, 아무리 거기서 짜내봤자 ABC인데 내가 직접 체험해보니까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게 다르고...뭐 그런 개인의 성향에 맞게 피드백도 다르

게 나오니까...(중대장)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개선점은 사전준비의 원리와 소그룹

활동의 원리 위주로 제안되었다. 우선 사전준비의 원리에서 교관의 충분

한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을 통해 제한사항과 효과의 극대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실 가상현실을 완전히 제가 인식해야 하는데 거기에 단편적인 이해와 그

런게 있어서 더 심층적이고 온전하게 100프로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중대장)

사실 VR을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교안을 짜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거지 그냥 단순히 흥미 정도를 유발하는 그 선 이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막연했습니다.(△△연대 정훈장교)

개선점

사전준비

활동

교관의 충분한 체험과 가상현실 활용의 제한사

항과 효과 향상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4.1.

소그룹

활동

가상현실 체험을 맨 나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더 높아질 것 같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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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그룹활동에 있어서 체험, 학습활동, 토론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가상현실 체험을 맨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학

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VR은 마지막에 하는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주

제에 대해 토의를 하고 VR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때 했던게 다가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데 VR 체험을 하고 그냥 하다보면 오히려 밍밍한 싱거운

토의, 집중하지 못한 토의,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

니다.(중대장)

나. 학습자 반응

수업에 참여한 장병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 전반의 만족도, 교수설계

원리와 상세지침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과 교수설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

선점을 묻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장병 학습자 20명에

게 설문으로 전반적인 반응을 알아본 후, 이 중 8명의 장병들과 심층면

담을 통해 구체적인 반응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1) 학습자 만족도

수업 만족도 검사는 수업의 효과성(1～2번 문항), 효율성(3～4번 문항),

매력성(5～6번 문항)을 묻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응답하였다. 학습자의 응답

결과는 아래의 <표 Ⅳ-15>와 같다.

번호 문항 평균 SD

1 교육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 4.70 0.47

2 군인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45 0.69

<표 Ⅳ-15>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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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문 문항의 평균은 4.45에서 4.80으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군 정

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

업 전반에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으며(M=4.80,

SD=0.41), 이 수업을 다른 전우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문항(M=4.80,

SD=0.41)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습자들

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교육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M=4.70, SD=0.47)고 응답하였다.

2)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 반응

수업 전반에 강점, 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개방형 설문 문항과 면담에

서는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학습자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개방형 설문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결과는 전사한 후 키워드 중심의 코딩을 하

여 범주화 및 정리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개방형 문항에 대한 학

습자의 응답 결과는 <표 Ⅳ-16 >와 같다.

3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4.55 0.51

4 군인의 임무를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었다 4.45 0.69

5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였다 4.80 0.41

6 이 수업을 다른 전우에게 추천하고 싶다. 4.80 0.41

범주
학습자

반응
세부내용 빈도

강

점

학습의

몰입감과

생동감

오감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눈, 귀로만 진행되던

방식과는 달리 확실히 몰입도가 높아졌다
8

정말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4

<표 Ⅳ-16>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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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

직접 상황 속에 들어가 체험하여 군인의 임무에 대

한 구체적인 고민이 가능하였다
1

예상보다 생생하고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는 면이

긍정적인 것 같다
2

흥미

향상
지루한 정신전력교육이 좀 더 흥미롭게 다가왔다 5

적극적인

참여
기존의 교육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수업에

집중
더욱 교육에 열중하고 집중하였다 3

학습의

효율성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 7

약

점

여건

제한

기기의 수량 한계가 조금 아쉬웠다 6

할애된 시간이 너무 적었다 1

좁은 생활관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2

신체적

제한

사이버 멀미가 있어 체험의 제한이 있다 5

생각보다 눈이 많이 피로하다. 1

시력 낮거나 난시가 있는 인원은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1

기타

긴장감이나 현실감들이 부족한 면은 있긴 하다. 2

아직까진 생소하다 보니 사용법이 어렵다 1

기기를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것 같다
1

없음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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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업의 강점 측면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의 몰입감

과 생동감을 적은 의견이 제일 많았다. 기존 교육방식과는 달리 오감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몰입도가 확실히 높아졌다(8명)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4명)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에서 도출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TV, 신문 이런 매체로 정신교육을 해가지고 정훈비타민 영상 프로그램 보

듯이 봤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퀄리티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하고 몰입감있게 해서는 그런 점에서는 VR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F)

개

선

점

여건

확충

가상현실 체험 장비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4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1

콘텐츠

강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1

좀 더 한국적인 콘텐츠가 있었으면 한다 1

프로그램

강화

교육의 다양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지면 좋겠다 1

준비활동

강화

가상현실 기기를 충분히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 1

체험 전 정신적 몰입을 위한 활동이 더 필요하다. 1

없음
없다 7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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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도 더 잘되고 똑같은 내용의 안중근 장군님에 대한 내용인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진주만 작전 수십 번 맨날 듣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들

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B)

 체험을 하고 오감을 느끼면서 하니까 확실하게 집중력이 좀 더 있었던 거

같은 느낌...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은 따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 VR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의 감정까지 생각하며 할 수 있었던 느낌이 좀 있었습

니다.(학습자 D)

또한 상황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말하는 의

견들이 있었다. 직접 상황 속에 들어가 체험하여 군인의 임무에 대한 구

체적인 고민이 가능하였다는 의견(1명)과 예상보다 생생하고 직접 체험

이 가능하다는 면이 긍정적인 것 같다는 의견(2명)이 제시되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

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 안중근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병사가 아니면

그 저격수가, 혼자 남겨진 고립된 병사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학습자 C)

원래 지금까지 정신전력교육이 뭐라고 해야 하지... 조금 이론적이고 이상에

치우친 감이 있어서 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

는데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을 겪고 보고 뭔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대면하다보고 통하게 되니까...(학습자 E)

더불어 교육에 대한 흥미 향상(5명)으로 기존 교육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되었다는 의견(2명)과 더욱 교육에 열중하고 집중하였다는 의견

(3명)도 있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

는데 이 교육을 듣기 전에는. 근데 VR을 사용하니까 접근방식이 참신하니까

흥미가 어느 정도 좀 끌린 것 같습니다.(학습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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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면서 저 친구가 원래 말도 안하고 뭘 하던 간에 의욕이 없는데 오

늘같이 나서서 해보고 싶다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현재로서는 처음하는거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학습자 C)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것보다 군대에 있어서는 가장 집중을 하지 않았나...

중략... 확실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고 다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학습자 D)

특히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

이 되었다는 의견(7명)도 다수 제시되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니까 교육의 효율성 같은건 굉장히 올라

갔습니다. 본인이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하고 심지어 설명을 해도 똑같은 대답

만 나올 수 밖에 없는 교육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입체적으로 바뀌어서 실제

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교육을 받은 병사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

았습니다.(학습자 E)

제가 교육을 받고 생각의 변화? 경험을 통한 변화? 그게 좀 변한 거 같긴

합니다. 교육 내용 중에 한일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글로만 접하고 사

진으로만 접해서 그냥 알고만 있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힘들

었는지 그런 걸 모르는데, 아까 딱 안중근 의사 영상을 보는데 ... 중략 ... 그

걸 보면서 좀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상으로만 하던 것과 그걸 직접 눈

앞에서 보고 .. 중략 ...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

가는구나 라는걸 제대로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학습

자 A)

책은 제가 글자를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하지만 이런 거는 글자를

안보고 제가 상황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훨씬 더 지문보다 객관적으로

직접 보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학습자 G)

기존의 정신교육은 제가 얘기를 들어도 확실하게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았는

데 제가 느껴본 적도 없고... 저는 역사공부를 많이 안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고 확실히 보니까 좀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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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래 남을 것 같고 이해도 잘 되고... 말로만 들으면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말로도 설명해주고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학습자 H)

다음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전반의 약점으로는 교육여건 제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기

기의 수량 한계가 조금 아쉬웠다는 의견(6명)과 할애된 시간이 너무 적

었다는 의견(1명), 좁은 생활관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의

견(2명)으로 확인되었다.

장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가상체험을 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상체험보다 이론 수업에 좀 집중된 정신전

력교육이 아니었나...(학습자 E)

장비가 일단 고가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한번에 하는 것도 제한되고...

(학습자 B)

이거는 군 부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여건이 확실히 공간, 장소, 시간 ... 중략 ... 군대가 아니었다면 좀 더 첨단 기

기를 운영하는데 수월한 곳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자 C)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신체적 제한도 지적되었다. 사이버 멀미

가 있어 체험의 제한이 있다는 의견(5명)과 생각보다 눈이 많이 피로하

다는 의견(1명) 시력이 낮거나 난시가 있는 인원은 교육에 어려움이 있

을 것 같다는 의견(1명)이 있었다.

사이버 멀미라든지 그런 것처럼 신체적으로 가상현실을 하기 힘든 사람에

게는 오히려 지금까지 단순한 이론교육보다도 더 본인이 참여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

었나 생각합니다.(학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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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랐는데 사이버 멀미가 있나봅니다. 오늘 20명 중에서 어지럽다고 호

소하는 인원이 ...중략... 제가 체크한 인원만 5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멀

미나서 못하겠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참여도가 다른 정신전력교육보다 훨

씬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신체적으로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인원들이 있

는데 막상 그 인원들은 뒤에서 겉돌게 되고...(학습자 C)

저는 난시라 조금 어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학습자 G)

기타 의견으로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긴장감이나 현실감들이 부족한 면

은 있긴 하다는 의견(2명)과 사용법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1명), 기기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1명)이 확인되었다.

뭔가 총을 한 대 맞았는데 맞은 느낌이 없어서 긴장감이 있다가도 뭔가 살

짝 게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현실감, 확실히 가상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

다.(학습자 H)

이런 교육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

는데 더 차근차근 익숙해지면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학습자 E)

보안상의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이상한

걸 보는 사람도 있을테고,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신병들은 컴퓨터니까 랜선 꽂

아볼 수도 있고 USB에 꽂아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

지 않을까...(학습자 B)

학습자들이 제시한 가상현실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군

정신전력교육의 개선방안은 주로 앞서 제시된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 차

원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여건 확충 측면에서 가상현실 체험 장비

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4명)과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1명)이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체험(1명)과 한국적인 맥락의 콘텐츠가 요구되었다(1명). 수업 프로

그램 측면에서는 교육 내용의 다양성(1명)과 체계적인 프로그램(1명)으

로 프로그램을 강화하길 바랬으며, 가상현실 기기를 충분히 숙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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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1명)과 체험 전 정신적 몰입을 위한 활

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1명)도 제시되었다.

또한 설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심층 면담 간 도출된 개선점이 있

었다. 앞서 수업의 강점으로 꼽힌 ‘흥미 향상’에 대해서 가상현실 콘텐츠

라는 매체 자체의 흥미와 매체를 통한 교육의 흥미에 대한 조절이 필요

하다는 의견(1명)과 가상현실 매체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지더라도 새로

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1명)이었다.

가상현실이라는게 저희가 아직 많이 안 접해본 소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

데 교육을 받으면서 약간 교육보다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신기함이 더 많았

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조절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략 ... 가상현

실 자체가 워낙 많은 변화가 있는 것 보니까 콘텐츠만 바꿔줘도 되게 재밌어

하고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학습자 A)

VR도 익숙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기야 하겠지만 반복해서 하고 계속한다

면.. 콘텐츠도 그렇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학습자 C)

3)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학습자 반응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에 대

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과 면담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각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

는지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설문은 수업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발된 선택형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응답하였다. 학습자의 응답

결과는 아래의 <표 Ⅳ-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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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문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 평균은 4.15～4.8 로 학습자들은

각각의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따른 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특히 교관의 피드백과 강평은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M=4.85, SD=0.37), 가상현실 상황

에서 나의 임무를 생각하고 반복 체험한 것은 상황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M=4.60, SD=0.60). 가상현실에 대한 사전준비는 교육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M=4.15, SD=0.67)은 다른 항목에 비해 다

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전준비활동이 주 수업 실시와 연계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개별로 가상현실 기기와 조작법을 충분히

숙달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층 면담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사전준비, 상황몰입, 소그룹

활동 및 경험구조화의 원리와 상세지침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콘텐츠 선정과 활용 설계단계의 상세지침(3.2)과 사전준비의 원

리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수업 전반의 짜임새 및 교관의 역할에 대해

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번호 문항 평균 SD

1
가상현실에 대한 사전준비는 교육 참여에 도움이 되

었다.
4.15 0.67

2
가상현실 상황에서 나의 임무를 생각하고 반복 체험

한 것은 상황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60 0.60

3 소그룹 활동은 전우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었다. 4.30 0.73

4 토론은 전우와 경험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30 0.80

5
교관의 피드백과 강평은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85 0.37

<표 Ⅳ-17>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학습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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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셔서 전문적인 기계

를 가지고 진행하니까... 교육은 중대장님이 했지만 받쳐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전문적이지 않았나...중략...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더 나은 교육, 믿을만

한 교육이었던 것 같다 (학습자 D)

제가 생각했던 가상현실로는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가상

현실을 교육에 도입을 하시는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학습자 A)

진행 자체는 많이 원활하게 하고 막힘없고 다른 결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

다.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교육을 여러 번 했으면, 한 번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하면 좋겠습니다.(학습자 F)

그러나 사전 체험활동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 기기나 콘텐츠

에 익숙한 장병 학습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며, 합목적

성과 관련해서 학습자에게도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과 연계된 가상현실

활용의 목적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확실히 생소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한 번 해보니

까 군인이나 저희 나이대는 금방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남

자들은 확실히 게임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학습자 D)

맨 처음 VR 정신전력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 맥락잡기가 힘들었던게... 중

략 ... 2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라서 이 인원들이 짧은 시간 내 집중해서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걱정도 했는데 막상 오늘 하니까 짜임새도

있었고...(학습자 C)

상황몰입의 원리에 대해서는 앞서 수업의 강점으로 제시된 몰입감과

생동감 있는 학습을 통해 상황과 임무를 연관하여 고민하고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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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쉬웠다)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군인정

신, 정신전력교육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이해하고 본인이 체득하기가 수월했

다고 생각을 합니다.(학습자 E)

제가 군 생활 하면서 한 번도 제 보직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고

실제상황일 때, 실제 전쟁 상황일 때 무슨 임무를 해야 하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H)

더불어 영상 시청 위주의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소그룹 활동을 중심으

로 수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방적인 티비 시청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

하고 해보면서 느끼는 거라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

니다. 문제에 대해서.(학습자 B)

정신교육 자체가 원래 지휘관이 주관해서 조금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

습니다. 이런 걸 하면 불편한 분위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후임병이나 선임병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 성향은

다 다른데 정답은 정해져 있고 지문에 있는거 읽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불편

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오지는 않는 전공수업을 받는 느낌이어서 시험 봐야

할 것 같고 들어야 하니까 들어야하는 교육.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받지 않았나.. (학습자 G)

지금까지 할 때도 행동화 정신교육할 때는 그런 거와 다르게 이건 진짜 행

동이니까, 정신전력교육 신문지 같은거 잘라서 역할극 같은거 하고 했는데 그

런 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서도 엄청

지루하지도 않았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학습자 A)

마지막으로 군 정신전력교육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자들이 스스로 학습경험을 성찰하고 구조화하는데도 도움을 받았다는 의

견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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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은 사람이 많고 인원이 많고 교관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교관이 일

일이 인원들에게 가서 이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교육은 굳이 교관이 일일이 이해를 확인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G)

약간 틀에 박힌 군인은 이래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설사 똑같

은 결론이라고 해도 군인은 이래야 한다고 말로 듣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깨

닫는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C)

6. 최종 교수설계원리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

수설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타당하고 효과적인 교수설계원리를 개

발하기 위해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초기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였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 수업실행 및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

하여 최종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참고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

과 그에 따른 수정사항은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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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된 최종 교수설계원리는

다음의 <표 Ⅳ-19 >와 같다.

구분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 수정·보완사항

사전

준비

활동

교관의 사전 체험활동 확대 및 공감대

형성 필요

교관 사전 체험 확대

(상세지침 4.1 수정)

장병들의 숙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 필요
준비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장병들의 특성과 수준차를 고려한 사전

활동 진행

사전 활동 전 장병 수준

확인(상세지침 4.4 수정)

가상현실을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의

목적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 필요

가이드 및 사전활동 교안에

교육 목적성 안내

(상세지침 4.2 수정)

사이버 멀미현상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

에 참여 제한 인원이 발생함

사이버 멀미인원 확인과

보완되는 학습활동 계획

(상세지침 4.3 수정)

수업

운영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진행 촉진자)의 역할 필요

퍼실레테이터 역할 계획

(상세지침 6.3 추가)

체험, 학습활동, 토론을 순차적으로 진행

하는 것보다 체험을 맨 나중에 하는 것

이 효과적

가상현실 체험 전 학습활

동 진행되도록 계획

(상세지침 6.1 수정)

활동 진행 시간 부족
집중정신전력교육 시간

등을 활용

<표 Ⅳ-18> 교수자/학습자 반응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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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사전

분석

1. 부대 특성 반영(Reflection of Troop Traits)의 원리

: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특성을 반영

하여 설계해야 한다.

1.1.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할 부대 유형과 임무를 반영하여 설계하라.

(예. 전·후방 및 제대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확인하여

설계하는 것)

1.2. 부대의 학습 환경, 가용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여건을 확인하는 것)

목표

설정

2. 합목적성(Purposefulnes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으로 기대되는 정신전력교육의 목표에 맞게 설

계해야 한다.

2.1.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학습목표를 작성하라.

(예.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영역별 교육에 대한 목표를 명시하

는 것)

2.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전력교육의 차시

별 목표를 작성하라.

(예. 학습대상, 기대 행동, 행동이 관찰될 조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이 숙달되어야할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

콘텐

츠

선정

및

활용

전략

설계

3. 전장 연결(Battlefield Connectivity)의 원리

: 전장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고 적합한 전

략을 설계한다.

3.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활용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콘텐츠의 몰입감과 생동감,

장병 흥미수준과 참여도,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

<표 Ⅳ-19> 최종 교수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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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해 가상현실 전문가와 협력하라.

(예. 평가표로 선정한 가상현실 게임, 시뮬레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하

기 위해 전문가와 협조하는 것)

3.3. 가상현실 콘텐츠와 연관된 학습활동을 위한 교수전략을 설계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학습, 게임기반

학습, 협동학습 등 적절한 전략을 선정하는 것)

교수

자 및

학습

자

준비

활동

설계

4. 사전 준비(Preliminarie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교관과 학습자에 대한 준비활동을 설계한다.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관의 사전체험을 통해 역할을 설계하라.

(예. 사전체험을 통해 교육 전, 중, 후 교관의 역할과 피드백 방법 등

을 명확히 하는 것)

4.2.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설계하라.

(예. 교관 및 장병이 교육 전, 중, 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콘텐

츠에 대한 설명과 진행방식, 교육의 목적성에 대한 안내 등을 출력물

로 제공하는 것)

4.3.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상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확

인하는 세션을 설계하라.

(예. 사이버 멀미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교육 전 충분한

안내를 하여 학습자의 심적 대비를 하고 제한된 인원을 확인하여 보

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계획하는 것)

4.4. 가상현실 콘텐츠의 숙달 정도를 확인하여 사전 체험활동을 설계하라.

(예. 구글 카드보드 등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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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

설계

5. 상황 몰입(Immersion of Situation)의 원리

: 장병의 임무를 가정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5.1.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과 연계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예. 상황에 대한 교관의 추가 설명, 연관된 과제수행 활동 등을 계획

하는 것)

5.2. 가상현실 상황에서 장병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도록 설계하라.

(예. 교관의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 설명을 통해 장병의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5.3. 가상현실 콘텐츠를 반복 체험하도록 설계하라.

(예. 반복체험을 통해 상황의 탐색적 경험을 유도하는 것)

6. 소그룹 활동(Small Group Activity)의 원리

: 장병의 상호작용을 위한 소그룹별 활동을 설계한다.

6.1. 소그룹을 구성하여 학습활동이 진행되도록 계획하라.

(예. 소그룹별로 가상현실 체험, 학습활동, 토론 등을 진행하도록 계획

하는 것)

6.2. 가상현실 콘텐츠 참여자와 관찰자의 임무를 명시하고 그룹별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하라.

(예. 장병 상호 모니터링과 의견교환을 통해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것)

6.3. 소그룹 활동 촉진을 위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계획하라.

(예.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활동 진행, 토론, 가상현실 체험이 진

행되고 사이버 멀미로 체험이 제한되는 인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



- 105 -

7. 경험 구조화(Experience Structured)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학습 경험이 정신전력교육의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1.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도록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간 느꼈던 생각, 감정, 변화 등을 공유하

고,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7.2. 장병의 토론에 대해 교관의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소감 및 토론에 대해 교관이 적절하고 즉

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7.3. 교육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교육진행에 대한 교관 강

평을 설계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의 의의, 부대 임무와 연계된 강

평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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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개발된 교수설계원리의 효과와 개선방향

본 연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교

수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최종

교수설계원리의 효과와 개선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는 군 정신전력교육을 인지 중심의 학습에서 몰입감과 생동감 있는 학

습으로 변화시켜 학습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장병들은 기존의 눈, 귀로

만 진행되던 교육 방식에 비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정신전력교육

에 더욱 몰입하였으며,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체험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집중과 이해도 높아졌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다(김기민 외, 2009; 심규철, 2003; 임다미, 김상연, 2017; Bertram et

al., 2015; Lok et al., 2006; Riener & .Harders, 2012) 군은 정신전력교

육 체계 내에서 기본과제 18개 주제를 중심으로 반복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행동으로 발현할 수 있는 참여형 교

육을 권장하고 있다(국방부, 2016; 육군본부, 2018). 그러나 군 정신전력

교육 영역과 내용의 추상성과 경험의 제한성, 교육 여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참여형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김현배,

2018). 군 정신전력교육에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참여형 교육의 제한을 극복하고 학습의 몰입감과 생

동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장병들이 직접 상황 속에 들어가 체험함으

로써 군인의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가능케 하였다. 이를 통해 보

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군 정신전력교육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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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둘째,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는 기존 군 정신전력교육의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여 장병들의 능동

적인 참여와 활발한 상호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방TV와 같은 영상

물 시청에 의존하는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성상 주입식 교육의 형태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표·토의식 교육을 도입하여 장

병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국방부, 2014). 그러나 여전히 교

관 중심의 강의와 영상물 시청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계급으로 이루

어진 군대 구조상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김미

량, 2014; 김용주, 2012; 김상수, 2014; 박용한, 2018; 옥인호, 양종훈,

2016; 이승진, 이영욱, 2017; 전호휜, 2007). 본 연구에서 장병들은 교수설

계원리가 적용된 군 정신전력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교

육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높아져 기존의 교육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 또한 소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을 통해 장병 간 활발한상

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셋째,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는 장병들이 스스로 학습경험을 성찰하게 하고, 토론 및 피드백을 다

양화시킬 수 있다.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장병들의 발표와 토

론에 대한 교관의 피드백과 강평을 통해 장병들의 학습경험을 군 정신전

력교육의 목표에 부합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장병들의 성향에 따라 발표

와 토론에 대한 참여도가 달라지며, 소수의 교관이 다수의 장병을 대상

으로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거나 이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박

균열, 2013; 이지연, 2011; 전호휜, 2007).. 본 연구에서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에서 장병들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학습경험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었다. 교관 또한 장병들의 발표와 토론

의 내용이 다양화되어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피드백을 할 수 있었으며, 정

형화된 교육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병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에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를 실제로 적용한 결과, 교수설계원리에 따라 수업 프로그램을 실행하

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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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전준비활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가상현실 기반의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이다(Garne, Briggs, & Wager,

1992). 교육 전·중·후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거나(김상현, 2017;

이지향 외, 2017; Driskell et al., 2015), 안내자, 조언자, 중재자 등 다양

한 교수자의 역할을 계획해야 한다(백영균, 2010). 특히 학습자의 능동적

인 참여를 위해 사전 준비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Driskell et al., 2015).

그러나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주간정신전력교육의 경우, 교육준비시간

에 이어서 바로 본 교육이 진행된다. 본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에

서도 교육준비시간에 사전준비활동을 진행했으나,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

해하고 숙달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교관과 장병에

대해 별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교관의 경우 교수설계 전 가상현실

을 충분히 체험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였다. 장

병의 경우 첨단 기기와 각종 콘텐츠에 익숙한 20대 남성이기 때문에 조

작법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군 정신전력교육에 가상현실 콘텐츠

를 활용하는 목적성에 대한 안내와 정신적 몰입을 위한 준비활동을 더

요구하였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교수설계원리의 일부 상세지침

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사전준비활동을 위해서는 교육준

비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사이버 멀미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송은지, 정아

름, 2017; Armstrong et al, 2013; Riener & Harders, 2012). 교수설계원

리를 적용한 수업의 실행 결과, 사이버 멀미현상에 대해서 교관은 학습

효과를 저하할 만큼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으나 개별 장병의 개인

차에 따라 사이버 멀미 정도가 달랐으며, 일부 인원은 오히려 기존 교육

보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집단교육으로 실시되

는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성상 개별 장병들의 정신전력 수준에 따라 차별

화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사이버 멀미가 발생

하는 인원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요구됨을 확인하

여 최종 교수설계원리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교수설계원리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 군 정신전력교

육 맥락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가상현실 상황의 몰입을 위해

실제적 맥락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류지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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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garno & Lee, 2010; Newman et al., 1995), 때문에 본 교수설계원리

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원리 중 하나는 전장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가

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들은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성상 국방부에서 하달되는 교재와 자료에 익숙하기 때

문에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 맞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여 적절하

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보였다. 때문에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서 정신전력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대

한 필요를 언급하였으며, 장병들의 신선함과 흥미 유발을 지속시키기 위

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의 확충이 필요하다.

나. 교수설계원리의 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설계원리를 군 정신전력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정훈장교와 교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수설계원리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실

행 결과에 따른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 효과와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연

구자가 판단하였다. 현장에서 모든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하기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사전준비(Preliminaries)의 원리이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교관과 학습자에 대한 준비활동에 대한 원리로서, 사전체험과 가이드 설

계 등을 포함한다. 이 때 교관은 수업 운영과 안내, 피드백 등 전반적인

교육을 총괄하기 때문에 수업운영 설계에 앞서 충분한 체험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의 이해 및 조작 숙달 뿐만 아니라 가

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의 대강과 목적성에 대한 충분

한 안내가 제시되어야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

는 장병 학습자가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넘어서 군 정

신전력교육 자체에 대한 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상황 몰입(Immersion of Situation)의 원리이다. 이는 장병의 임

무를 가정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관은 학습자들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에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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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 상황과 연계한 학습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이영수, 2017; Lindgren, 2015). 실제 수업 운영 결과, 교관의 충분한 상

황 설명과 장병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가상현실 콘

텐츠를 체험한 그룹의 반응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가상현

실 콘텐츠의 상황과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임무를 고

민해봄으로써 학습의 전이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Dalgarno & Lee, 2010).

셋째, 경험 구조화(Experience Structured)의 원리이다. 가상현실 콘텐

츠를 통한 학습경험이 정신전력교육의 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 것이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을 통해 장병 학

습자에게 체험 이상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의 성찰 및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콘

텐츠를 체험하는 자체로도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늘상 나오는 같은 결론

이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관은

이러한 성찰을 구조화하여 보다 의미있고 기억되는 학습경험으로 승화시

킬 필요가 있으며, 토론 등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이영수, 2017; Angelos et al., 2015; Driskell et al.,

2015; Lok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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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정신전력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

하기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한 교육 맥락

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개발연구방법 중 Type Ⅱ의 모형 연구를

적용하여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문헌 검토, 전문가 타당화, 수업 실행

및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군 정신전력교육 및

가상현실에 대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교수설계원리를 도출하였

다. 이어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와 교수설계원리 수정의 과정

을 통해 교수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적용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N보병사단 ○○연대 A

중대 주간정신전력교육에 사전준비활동과 3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행 후 수업 전반 및 개별 교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교수

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교수설계원리의 외적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학

습의 몰입감과 생동감을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가상현실 상황에 대한 몰

입을 통해 장병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져 교수자의 수업 진행이 원활

해졌으며, 학습의 이해와 집중 등의 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수자는 장병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반응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충분한 교관훈련과 체험 순서 조정 등의 개선방안

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학습자는 수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신체적

제한과 군 부대의 여건으로 인해 가상현실 체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사전 준비활동과 소그룹 활동 운

영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

이와 같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반영하여 최종 교수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최종 교수설계원리는 ‘부대 특성 반영의 원리’, ‘합목적성의

원리’, ‘전장 연결의 원리’, ‘사전 준비의 원리’, ‘상황몰입의 원리’,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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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원리’, ‘경험 구조화의 원리’ 총 7개이며, 총 20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안내한다. 가상현실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교수-학습에 있어 연구가 다양하고 유망한 결과를 제시하지만, 좋은 혁

신은 모두 훌륭한 페다고지(pedagogy)로 시작해야한다(Ferdig, 2005).

여러 분야에서 가상현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나,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정신전력교육 맥락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어떻

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설계원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설계단계를

‘사전분석 단계’, ‘콘텐츠 선정 및 활용전략 설계 단계’, ‘교수자 및 학습

자 준비활동 설계 단계’, ‘수업운영설계단계’로 제시하고, 각 교수설계원

리의 상세지침의 예를 구체화하여 교수자의 이해를 도왔다.

둘째, 군 정신전력교육의 형식성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직

접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군 정신

전력교육은 군인으로서 가치와 신념을 배양하여 장병들이 군 조직의 목

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군 정

신전력교육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행하며, 실천적 경험

을 제공하기 위해 매체와 방법에 때한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그

러나 군 정신전력교육의 특성과 부대의 여건 상 장병들의 직접 경험과

스스로 학습경험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장병들

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교육에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

을 뿐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정신전력교육의 내용과 주제임에도 불구

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는 등 학습의 효율 또한 높

아졌다.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를 실

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성과 가능성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동시

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발된 교수설계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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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동안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

를 위해 교수설계원리를 반영한 수업 설계안을 개발하고 설계안에 따라

수업에 적용하였다. 교수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은 제N보병사단 ○○연

대 A중대의 주간정신전력교육으로, 국방부 통제 하 정해진 주제와 방법

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할 때에도 분

기 1회 적용 가능한 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 사전준비활동과 3차시에 걸

친 수업으로 적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활동을 위해서

는 본 수업과 별도로 시행되어야 하며, 3차시에 걸친 활동만으로는 교수

설계원리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 부족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중정신전력교육 및 특별정신전력교육, 투입

전 정신전력교육 등 보다 장기간을 두고 국가관 및 안보관 영역에서도

본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

하고 교수설계원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설계원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만 확인하여 유효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

였다. 교수설계원리를 적용한 군 정신전력교육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

교 연구를 진행하거나, 국가관, 안보관 및 군인정신 영역에서 각 요소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효과성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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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 개발 연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본 질문지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연구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질문지에 따라 타당도를 검증해주시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연

구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개방형 질문은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을 위해 작성하신 전문가 프로필과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 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소희 드림

elfine@snu.ac.kr / 010-6***-8***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 전문가 프로필 -
§ 이    름 :
§ 전공분야 :
§ 최종학력 :
§ 소속/직책 :
§ 실무 및 연구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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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다음의 문항들은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

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시

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에서 개선하

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영역 문항 4 3 2 1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

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로 타당하다.

□ □ □ □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

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

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

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할 때 보편적으

로 이용될 수 있다.

□ □ □ □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

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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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

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다음의 문항들은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

계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시고 해

당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4 3 2 1

1. 부대 특성 반영(Reflection of Troop Trait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특성을 확인하라.
□ □ □ □

1.1.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할 부대 유형과 임무를 확인

하라.

(예. 전·후방 및 제대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임

무를 확인하는 것)

□ □ □ □

1.2. 부대의 환경, 가용요소를 확인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여건을 확인하

는 것)

□ □ □ □

2. 합목적성(Purposefulnes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으로 기대되는 정신전력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라.

□ □ □ □

2.1.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학습목표와 중

점을 작성하라.

(예.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영역별 교육에 대한

목표와 중점을 명시하는 것)

□ □ □ □

2.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

전력교육의 차시별 목표를 작성하라.

(예. 학습대상, 기대 행동, 행동이 관찰될 조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이 숙달되어야할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

□ □ □ □

(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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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장 연결(Battlefield Connectivity)의 원리

: 전장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

하고 적합한 전략을 설계한다.

□ □ □ □

3.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활용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콘텐츠의 몰

입감과 생동감, 장병 흥미수준과 참여도,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할 수 있는 평

가표를 활용하는 것)

□ □ □ □

3.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해 정신전력교육 및

가상현실 전문가와 협력하라.

(예. 평가표로 선정한 가상현실 게임, 시뮬레이터, 플

랫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조하는 것)

□ □ □ □

3.3.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선정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학습, 게임기반학습, 협동학습 등 적절한 전략을 선정

하는 것)

□ □ □ □

4. 사전 준비(Preliminaries)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교관과 학습자를 충분히

준비시킨다.

□ □ □ □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관의 역할을 계획한

다.

(예. 교육 전, 중, 후 교관의 역할과 피드백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

□ □ □ □

4.2.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라.

(예. 교관 및 장병이 교육 전, 중, 후 참고할 수 있도

록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설명과 진행방식 등을 출

력물로 제공하는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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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습자가 사전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

게 하라.

(예. 구글 카드보드 등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가

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

□ □ □ □

4.4.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상에 대해 충

분히 안내하라.

(예. 사이버 멀미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교육 전 충분한 안내를 하여 학습자의 심적 대비를

하는 것)

□ □ □ □

5. 상황 몰입(Immersion of Situation)의 원리

: 장병의 임무를 가정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 □ □

5.1. 가상현실 상황에서 장병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라.

(예. 교관의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 설명을 통해 장병

의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 □ □ □

5.2. 가상현실 콘텐츠를 반복 체험하게 하라.

(예. 반복체험을 통해 상황의 탐색적 경험을 유도하는 것)
□ □ □ □

5.3.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과 연계된 학습활동을 계획

하라.

(예. 상황에 대한 교관의 추가 설명, 연관된 과제수행

활동 등을 계획하는 것)

□ □ □ □

6. 소그룹 활동(Small Group Activity)의 원리

: 장병의 상호작용을 위한 소그룹별 활동을 설계한다.
□ □ □ □

6.1. 소그룹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계

획하라.

(예. 소그룹별로 가상현실 체험, 학습활동, 토론 등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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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수설계원리에 대한 추

가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하는 것)
6.2. 가상현실 콘텐츠 참여자와 관찰자의 임무를 명시

하고 그룹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라.

(예. 장병 상호 모니터링과 의견교환을 통해 학습경험

을 공유하는 것)

□ □ □ □

7. 경험 구조화(Experience Structured)의 원리

: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학습 경험이 정신전력교육

의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 □ □

7.1.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간 느꼈던 생각, 감정, 변

화 등을 공유하고,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

□ □ □ □

7.2. 장병의 토론에 대해 교관의 평가와 피드백을 제

공하라.

(예. 교수자가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고 즉

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 □ □ □

7.3. 교육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교육진행

에 대한 교관 강평을 계획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의 의의, 부대 임

무와 연계된 강평을 하는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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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A B C D E 평균 SD CVI IRA

1. 학습자 특성 반영의 원리 2 3 2 3 3 2.6 0.55 0.6

0.27

1.1. 부대 유형과 임무를 확인하라. 4 3 3 4 2 3.2 0.84 0.8

1.2. 학습자의 선수지식과 기능을 확인

하라.
3 3 3 2 2 2.6 0.55 0.6

2. 합목적성의 원리 2 4 3 3 4 3.2 0.84 0.8

2.1. 정신교육의 영역별 학습목표와 중점

을 진술하라.
4 4 3 2 4 3.4 0.89 0.8

2.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고

자 하는 정신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작성하라.

4 3 3 4 4 3.6 0.55 1

3. 적합성의 원리 2 2 2 2 4 2.4 0.89 0.2

3.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

표를 활용하라.
4 4 3 3 4 3.6 0.55 1

3.2.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선정하라.
3 4 2 3 4 3.2 0.84 0.8

3.3. 정신교육 및 가상현실 전문가와 협

력하여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하라.

3 4 3 3 2 3 0.71 0.8

4. 계획성의 원리 2 4 3 2 4 3 1.00 0.6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

법, 개념, 방식을 안내하라.
2 4 2 2 3 2.6 0.89 0.4

5. 사전 준비의 원리 2 4 4 4 4 3.6 0.89 0.8

5.1.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라.
3 4 4 4 4 3.8 0.45 1

5.2. 학습자가 사전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하라.
3 4 4 4 4 3.8 0.45 1

5.3.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

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2 4 2 4 4 3.2 1.10 0.6

6. 유의미성의 원리 2 4 2 3 4 3 1.00 0.6

6.1.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

용하게 하라.
3 2 2 2 2 2.2 0.4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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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교육 진행 간 가상현실 콘텐츠 참

여자와 관찰자의 임무를 명시하고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라.

3 4 4 4 4 3.8 0.45 1

6.3. 학습자의 참여에 대한 평가와 피드

백을 제공하라.
3 4 2 4 4 3.4 0.89 0.8

6.4. 결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외적 강

화를 하라.
3 4 2 3 2 2.8 0.84 0.6

6.5.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

하라.
4 4 3 4 4 3.8 0.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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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교수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A B C D E 평균 SD CVI IRA

1. 부대 특성 반영의 원리 4 4 4 4 4 4 0.00 1

092

1.1.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할 부대 유형과

임무를 확인하라.

(예. 전·후방 및 제대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확인하는 것)

4 4 4 4 4 4 0.00 1

1.2. 부대의 환경, 가용요소를 확인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부대의 여

건을 확인하는 것)

3 4 4 4 4 3.8 0.45 1

2. 합목적성의 원리 4 4 4 4 4 4 0.00 1
2.1.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학습

목표와 중점을 작성하라.

(예.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영역별

교육에 대한 목표와 중점을 명시하는 것)

4 4 3 4 4 3.8 0.45 1

2.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정신전력교육의차시별목표를작성하라.

(예. 학습대상, 기대 행동, 행동이 관찰될

조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이 숙달되어야

할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

4 4 4 4 4 4 0.00 1

3. 전장 연결의 원리 4 4 4 3 4 3.8 0.45 1
3.1.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을 위한 평가표

를 활용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학습목표와의 연계성,

콘텐츠의 몰입감과 생동감, 장병 흥미수준

과 참여도,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

상현실 콘텐츠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

3 4 4 3 4 3.6 0.55 1

3.2.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을 위해 정신전

력교육 및 가상현실 전문가와 협력하라.

(예. 평가표로 선정한 가상현실 게임, 시뮬

레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와 협조하는 것)

3 4 3 2 4 3.2 0.84 0.8

3.3.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선정하라.

(예. 정신전력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문제해결학습, 게임기반학습, 협동학습

등 적절한 전략을 선정하는 것)

3 4 4 3 3 3.4 0.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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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준비(Preliminaries)의 원리 2 4 3 4 4 3.4 0.89 0.8
4.1.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관의 역

할을 계획한다.

(예. 교육 전, 중, 후 교관의 역할과 피드백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

4 4 4 4 4 4 0.00 1

4.2.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제

공하라.

(예. 교관 및 장병이 교육 전, 중, 후 참고

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설

명과 진행방식 등을 출력물로 제공하는

것)

4 4 4 4 4 4 0.00 1

4.3. 학습자가 사전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하라.

(예. 구글 카드보드 등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하

는 것)

4 4 3 4 4 3.8 0.45 1

4.4. 가상현실 콘텐츠의 사이버 멀미 현상

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라.

(예. 사이버 멀미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방

지를 위해 교육 전 충분한 안내를 하여 학

습자의 심적 대비를 하는 것)

4 4 3 4 4 3.8 0.45 1

5. 상황 몰입의 원리 4 4 4 4 4 4 0.00 1

5.1. 가상현실 상황에서 장병의 임무를 생

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예. 교관의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 설명을

통해 장병의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

는 것)

3 4 3 4 4 3.6 0.55 1

5.2. 가상현실 콘텐츠를 반복 체험하게 하

라.

(예. 반복체험을 통해 상황의 탐색적 경험

을 유도하는 것)

3 4 3 4 4 3.6 0.55 1

5.3. 가상현실 콘텐츠 상황과 연계된 학습

활동을 계획하라.

(예. 상황에 대한 교관의 추가 설명, 연관

된 과제수행 활동 등을 계획하는 것)

4 4 3 4 4 3.8 0.45 1

6. 소그룹 활동의 원리 3 4 4 3 4 3.6 0.55 1

6.1. 소그룹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계획하라.
4 4 4 3 4 3.8 0.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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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그룹별로 가상현실 체험, 학습활동,

토론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하

는 것)
6.2. 가상현실 콘텐츠 참여자와 관찰자의

임무를 명시하고 그룹별 상호작용의 기회

를 제공하라.

(예. 장병 상호 모니터링과 의견교환을 통

해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것)

4 4 4 4 4 4 0.00 1

7. 경험 구조화의 원리 4 4 4 4 4 4 0.00 1

7.1.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

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간 느꼈던 생

각, 감정, 변화 등을 공유하고, 경험을 구조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4 4 4 4 4 4 0.00 1

7.2. 장병의 토론에 대해 교관의 평가와 피

드백을 제공하라.

(예. 교수자가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

절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4 3 4 4 4 3.8 0.45 1

7.3. 교육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교육진행에 대한 교관 강평을 계획하라.

(예.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의 의

의, 부대 임무와 연계된 강평을 하는 것)

4 4 4 4 4 4 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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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가상현실 콘텐츠의 선정을 위한 평가표

가상현실 콘텐츠 선정 평가표 

성취기준/결과/목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사용된 검색용어 : 

콘텐츠명 :                        자원/위치 :               사용장비 : 

장점 :                                       단점 :

특이사항 :

   

평가

영역
상 (10점) 중 (8점) 하 (6점)

학습목표

와의 

연계성

•성취기준, 학습결과, 

목표가 제시되었으

며, 가상현실 콘텐츠

의 사용이 학습자의 

학습을 향상시킨다. 

•성취기준, 학습결과, 

목표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가상

현실 콘텐츠의 사용

이 학습자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성취기준, 학습결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

았으며, 가상현실 콘

텐츠의 사용이 학습

자의 학습을 향상시

키지 못할 것 같다. 

콘텐츠의 

몰입감과 

생동감

•그래픽이 매우 생동

감 있으며, 사용자의 

몰입을 촉진시킨다.  

•그래픽이 상당히 생

동감 있으며, 사용자

의 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픽이 생동감이 

떨어지고, 사용자의 

몰입을 일으키지 못

한다. 

장병 

흥미수준

과 참여도

•학습자가 흥미를 갖

고 적극적으로 학습

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주제가 제시된다. 

•대부분 학습자가 흥

미를 갖고 대부분 

학습자가 적극적으

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가 

제시된다.

•주제와 제시방식이 

학습자의 흥미와 참

여를 이끌어내지 못

한다.

조작 

가능성

(교수자 

및 

학습자)

•콘텐츠가 사용하기 

쉬운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사용자를 혼

동시키는 것이 없다. 

•콘텐츠가 대부분 사

용하기 쉬운 패턴을 

따르고 있으나 몇몇 

사용자를 혼동시킨

다. 

•콘텐츠가 패턴을 따

리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사용자를 혼

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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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업 교안

학습영역 사전준비활동 차시 교육준비

학습주제 군 정신전력교육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하기

학습목표 가상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VR 기기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학습자료 PPT, 가이드북, 스마트폰 및 카드보드(10개), 바이브(2대)

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교관 장병

상황

제시

동기

유발

○ 동기유발하기

•가상현실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장병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실생활에서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군맥락에서활용가능한사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군 맥락에서 가상현실이 어떻

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5

PPT,

가이드

북

(교육 간

참고할

수 있게

출력물로

사전에

배부한다

)

학습

문제

파악

○ 학습문제 확인하기

▸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해보자.

학습

활동

안내

○ 학습활동 안내하기

▸ <활동1> 가상현실에 대해 이해하기

▸ <활동2> 가상현실 기기 사용법 알기

▸ <활동3> 가상현실 체험하기

                     

                

출입문 PPT

모

니

터

모

니

터

가상

현실 

기기

가상

현실 

기기

교관

 장병(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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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관 장병

사전

활동

이해

<활동1> 가상현실에 대해 이해하기

5

○ 가상현실 개념과 정의

•가상현실의 개념이 나오게 된

과정과 구성요소 등으로 개념과

정의를 설명한다.

•가상현실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한다.

○ 가상현실 활용 기기

•구글, 삼성 등에서 출시한

HMD VR 기기를 중심으로 설

명한다.

○ 사이버 멀미 현상

•사이버 멀미 현상의 원인과 증상,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사이버 멀미 현상에 대한

심적 대비를 한다.

체험

<활동2> 가상현실 기기 사용법 알기

* 활동 전 2인 1조로 그룹을 구성하여 카드보드를 나누어준다.

5
카드보

드

○ 카드보드 알아보기

•카드보드를 조작하는 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 바이브 알아보기

•바이브에 대해 설명하고 조작

하는 시범을 보인다.

•카드보드를 직접 조작해본다.

<활동3> 가상현실 체험하기

•장병이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드보드를 이용하여 가상

현실 콘텐츠를 체험한다.
3

카드보

드

•바이브를 이용하여 가상현

실 콘텐츠를 체험한다.
12 바이브

정리
차시

예고

○ 학습 진행 안내

▸ 안중근 장군의 군인정신을 체험해보자.
3

4인 1조

소그룹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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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역 군인정신 차시 1교시

학습주제 안중근 장군의 군인정신 체험하기

학습목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를 본받아 군인의 가치와 행동을 내면화할 수 있다.

학습자료 PPT, 스마트폰 및 카드보드(10개)

                               4인 1조로 5개 그룹 편성

 

                

출입문 PPT

모

니

터

모

니

터

가상

현실 

기기

가상

현실 

기기

교관

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교관 장병

상황

제시

동기

유발

○ 동기유발하기

•10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질

문하고 답을 유도한다.

•안중근 장군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안중근 장군의 군인정신과

역사적의미에대해생각해본다.

10

PPT,

가이드

북

(교육 간

참고할

수 있게

출력물

로

사전에

배부한

다)

학습

문제

파악

○ 학습문제 확인하기

▸ 안중근 장군의 군인정신을 체험해보자.

학습

활동

안내

○ 학습활동 안내하기

▸ <활동1> 이토의 15가지 죄에 대해 알아보기

▸ <활동2> 안중근 장군의 ‘위국헌신 군인본분’ 유묵보기

▸ <활동3> 역사 속 현장 체험하기



- 143 -

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관 장병

탐색

하기

토론

<활동1> 이토의 15가지 죄에 대해 알아보기

10 PPT
○ 이토의 15가지 죄 알아보기

•안중근 장군이 이토를 저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안중근 장군의 저격 이유를

이해한다.

○ 소그룹 토론활동

•외국 취재진과 한국인 각각의

입장에서 가장 용납하기 힘든

이토의 죄는 무엇인지 토론하게

한다.

•소그룹별로 외국 취재진 2인,

한국인 2인의 역할을 나누어 토

론을 진행한다.

토론

<활동2> 안중근 장군의 ‘위국헌신 군인본분’ 유묵보기

10

PPT
○ 안중군 장군 유묵 알아보기

•유묵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안중근 장군의 유묵에 대해 이해

하고 당시 상황을 떠올려본다.

○ 토론활동

•사형 1시간 전 쓴 유묵의 필

체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질문한다.

•키워드를 제시하여 장병의

토론을 유도한다. (예: 두려움,

떨림, 초조함, 기개, 당당함 등)

•유목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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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관 장병

체험

<활동3> 역사 속 현장 체험하기

15

○ 가상현실 체험하기

• 안중근 장군과 관련된 가상현

실 콘텐츠를 장병이 검색하여 카

드보드를 이용하여 체험하도록

안내한다.

○ 가상현실 체험 소감 토론하기

• 소그룹별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카드보드를 이용하여 안중근

장군의 역사적 순간을 체험한다.

• 체험후 느낀 점에 대해 말하고,

상대방의 소감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카드보

드

*2인1

조

정리
차시

예고

○ 마무리 및 소강평

• 소그룹 활동 및 체험에 대한 소강평을 실시한다.

○ 학습 진행 안내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정신을 체험해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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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역 군인정신 차시 2-3교시

학습주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정신 체험하기

학습목표 제2차 세계대전을 체험하고 위기상황에서 군인답게 행동할 수 있다.

학습자료 PPT, 활동지, 스마트폰 및 카드보드(10개), 바이브(2대)

                     

                

출입문 PPT

모

니

터

모

니

터

가상

현실 

기기

가상

현실 

기기

교관

4321 5 5 4 3 2 1

2인 1조로 순차적으로 활동 진행

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관 장병

상황

제시

동기

유발

○ 동기유발하기

•적진에서 우리 소대가 고립돼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무장된 수백 명의 적군과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장병의 임무를 가정하도록 상황을

제시한다.

•고립된 상황에서 나의 임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할

것인지 고민하고 말해본다.

5

PPT,

가이드

북

(교육 간

참고할

수 있게

출력물로

사전에

배부한다

)

학습

문제

파악

○ 학습문제 확인하기

▸ 제2차 세계대전의 군인정신을 체험해보자.

학습

활동

안내

○ 학습활동 안내하기

▸ <활동1>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현장 체험하기

▸ <활동2>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격수 체험하기

▸ <활동3> 위기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 활동4> 우리 부대 비상상황 시 나의 임무는?

소그룹별

순차적으

로 활동이

진행되도

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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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교관 장병

탐색

하기

체험

<활동1>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현장 체험하기

75

카드보

드

○ 제2차 세계대전 현장 속으로

• 진주만, 노르망디 등 제2차 세계

대전 현장을 안내한다.

•카드보드를 이용하여 제2차 세

계대전 관련 현장을 체험한다.

○ 소그룹 토론활동

• 체험 소감에 대해 토론하도록

안내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한다.

•현장 체험 후 느낀 점에 대

해 그룹별로 토론한다.

체험

<활동2>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격수 체험하기

바이브

○ 제2차 세계대전 저격수라면?

•바이브를 이용해 장병들이

저격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찰자에게 모니터링

임무를 부여한다.

•2인 1조로 저격수 체험을 하

고 상호 경험에 대해 토론한다.

<활동3> 위기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활동지
아래의 요인 중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장병을 지키는 것은 무

엇인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개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 전우애. 애국심. 훈련(워게임, 예행연습). 용기. 군인정신.

정확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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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관 장병

토론

<활동4> 우리 부대 비상상황 시 임무는?

활동지
○ 활동지를 이용해 아래의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작성하게 한다.

• 만약 우리 부대에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임무에 대해 생각해보고 상

호

토론 후 각자의 답변을 작성한

다.

○ 전체 토론

• 소그룹 활동이 모두 종료된 후 교관 주도 하에 소감, 임무, 각오

등에 대해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20

장병 발표

직후

교관이

피드백을

하거나

장병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정리 강평

○ 강평 및 마무리

• 가상현실 체험의 의의, 학습활동 진행, 토론내용 등에 대해 전반

적인 강평을 하고 부대 임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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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Study on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for the Utilization of Virtual

Reality Contents on Military

esprit de corps Education

Sohee Byu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ognition,’ ‘internalization,’ and ‘application’ are three key 

phases to accomplish effects of strengthened military morale as 

the derived result of military esprit de corps education. Although 

esprit de corps education assists a military personnel to recognize 

military value and missions through repetitive processes of 

internalization, and provide opportunity for a personnel to adapt 

learned knowledge and value through an active particip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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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ight-visit on daily, weekly basis, however there are huge 

variation between each unit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and 

capability. The virtual reality, as one of innovative technology, 

presents its potential efficiency on esprit de corps education for 

its capability to construct abstract world, allow users to control, 

enable to provide repetitive and ident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produce real world-like context and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n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to utilize contents of virtual reality on actual esprit

de corps education. The research specifically focuses to search

optimized instructional and educational possibilities by utilizing

contents of virtual reality by giving the military education as special

context. By applying Type 2 research model,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for the utilization of virtual reality for esprit de corps

education is developed. Detailed literature review, expert verification

process, and feedback research on instructor and learner were

conducted thoroughly. Research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research and used research method of Type 2 model of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After deducing initial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from literature reviews on virtual reality, expert verification

process were conducted twice, and internal certification of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were confirmed through the revision

process. Further, of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and specified

guidance adapted instruction program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a

military unit’s weekly esprit de corps education. To confirm external

effects of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reactions of instructor and

learners on overall and individually applied instructional principles and

specific guidance were observed.

Instructor and learners commonly referred to the immersion and

vitality of education as the strength. By providing immersion, the

virtual reality facilitated the process of instruction to 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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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s’ interest and attention and showed the result of enhanced

understanding and ficus of soldiers. Instructor optimistically assessed

the program by mentioning diverse reactions and discussions

happened between participants, and further pointed out needs of

improvement on thorough instructor education and the change of

order about the experience procedure of education. Learners mostly

satisfied through the education, but physical limitations, not enough

virtual reality experience due to military security conditions were

their key complains. Learners provided their comments on

pre-participation activity and small group activity management.

By reflecting instructor and learners feedbacks,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comprise of 7 principles and 20 specific guidelines to

utilize virtual reality contents in esprit de corps education were

suggested.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are suggested as the

principle of 1) Reflection of Troop Traits, 2) Purposefulness, 3)

Battlefield Connectivity,　 4) Preliminaries, 5) Immersion of Situation,

6) Small Group Activity, 7) Experience Structured.

It presents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they explore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learning effect through the direct experience of

learners despite of the formality and limitations of the military esprit

de corps education.

  

keywords : Military esprit de corps Education, Virtual Reality

contents, Virtual Reality training,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

Student Number : 2017-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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