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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

로그램이 중학교 1학년 지적장애학생의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인

천 소재 M중학교 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 도구는 ‘BASA 수학나침반: 수학연산편

(김동일, 2020)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증강현실 앱을 통해 비디오 

모델링 기법을 접목한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으며 전문가 3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중재는 연구자 

1인으로 학생과 1:1로 8주 동안 주1~3회, 회기 당 약 45분씩 총 14

회기를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중재를 실시하였다. 연산능력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는 B

ASA-MATH검사와  연산 수행평가지이며 학습태도를 평가하기 위

한 검사도구는 수학학습태도검사이다. 중재의 유지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중재가 끝난 1주 후 유지검사를 3회 실시하였다. 프로그

램 내용타당도는 평균 96.00%이었고, 중재충실도는 평균 96,67%, 

사회적 타당도는 교사는 93.33%, 학생은 95.56%로 나타났다. 대상 

A~C의 수학 연산능력 변화를 시각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었다. 또한 PND, NAP, Tau-U값을 산출하여 

효과크기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정확

한 연산의 수행과 유창성에 효과적이었다. 기초선 조건 대비 중재 

조건에서 대상 학생들의 수학 연산능력이 향상하였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학생 A~C의 수학 연산능력의 중재 효과 크

기는 학생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재 기간뿐만 아

니라 유지 기간에도 효과가 지속하였다. 둘째,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의 수학

학습태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학생 A는 교과에 대한 태도, 

B는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C는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 연구 대상 3명 모두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를 대상으로도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효과가 있으며, 최신 IT 기술과 전통적인 증거기반 비디오 모델링 

중재의 결합을 통해 지적장애 중학생의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교육현장에서도 증거기반실제로써 증강

현실 기반 비디오 모델링 중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비디오 모델링, 증강현실, 지적장애 학생, 곱셈, 나눗셈, 연산능력, 

수학학습태도

학  번 : 2020-20243



- i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용어의 정의 ········································································  7

    가. 지적장애 ·············································································  7

    나. 증강현실 ·············································································  8

    다. 비디오 모델링 ···································································  8

Ⅱ. 이론적 배경 ··························································· 9

1. 지적장애 ·············································································· 9

    가. 지적장애의 정의 ······························································· 9

    나. 지적장애 특성 ··································································· 9

    다. 지적장애와 연산능력 ······················································· 10

    라. 지적장애와 수학학습태도 ··············································· 11

2. 증강현실 ·············································································· 12

    가. 증강현실의 특성과 유형 ················································· 12

    나.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 ················································· 14

3. 비디오 모델링 ···································································· 15

    가. 비디오 모델링의 개념과 특성 ······································· 15

    나.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 ············································· 16

    다. 비디오 촉진 ······································································· 17

Ⅲ. 연구방법 ································································· 18

1. 연구 대상 ············································································ 18

    가. 연구 대상 선정 ································································· 18



- ii -

    나. 연구 대상 특성 ································································· 19

2. 연구 설계 ············································································ 21

3. 연구 도구 ············································································ 22

    가. 대상 선정 도구 ································································· 22

    나. 수행 수준 검사도구 ························································· 23

    다. 실험도구 ············································································· 26

4. 연구 절차 ············································································ 33

    가. 실험 기간 ··········································································· 33

    나. 실험 장소 ··········································································· 34

    다. 중재자 특성 ······································································· 34

    라. 실험 절차 ··········································································· 34

5. 자료 수집 및 결과 처리 ·················································· 36

    가. 연산능력의 변화 자료 수집 및 처리 ··························· 36

    나. 수학학습태도의 변화 자료 수집 및 처리 ··················· 39

    다. 프로그램 타당도 평가 ····················································· 40

    라. 중재 충실도 평가 ····························································· 40

    마. 사회적 타당도 ··································································· 41

IV. 연구결과 ·································································· 42

1.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수학 연산능력에 미치는 효과 ········ 42

    가. BASA-MATH 검사 결과 ·················································· 42

    나.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평가지 결과 ····························· 49

2.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 51

    가. 학생 A ················································································ 54

    나. 학생 B ················································································· 56

    다. 학생 C ················································································ 58



- iii -

3. 사회적 타당도 ···································································· 60

V. 논의 및 제언 ··························································· 62

1. 연산능력의 변화 ································································ 62

2. 수학학습태도의 변화 ························································ 63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67

참고문헌 ······································································· 70

부록 ··············································································· 86

Abstract ········································································ 113



- iv -

표   목   차

<표 III-1>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19

<표 III-2> 연구 대상 학생들의 학습 특성····························· 20

<표 III-3> 연산 수행평가지의 문항 구성과 문항 수 ········· 24

<표 III-4> 수학학습태도 검사 하위요인별 문항

 및 문항 수 ················································································ 26

<표 III-5> 증강현실 마커 제작 방법 ····································· 28

<표 III-6>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유형 ······························································································ 29

<표 III-7> 수학나침반: 수학연산편의 영역별 학습주제 ···· 30

<표 III-8>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문제 과제 분석

 예시   ························································································ 31

<표 III-9> 실험 기간 및 회기 수 ··········································· 33

<표 IV-1> BASA-MATH 수학유창성 점수 ···························· 44

<표 IV-2> 대상학생별 수학유창성 수행수준 분석 ············ 46

<표 IV-3> 각 학생별 수학학습태도 점수 변화 ·················· 52

<표 IV-4> 수학학습태도 검사의 하위 요인별 점수 변화

 ······································································································ 53

<표 IV-5> 학생 A의 수학학습태도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

 ······································································································ 54

<표 IV-6> 학생 B의 수학학습태도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

 ······································································································ 57

<표 IV-7> 학생 C의 수학학습태도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

 ······································································································ 59



- v -

그 림  목 차

[그림 II-1] Milgram(1994)의 증강현실 정의··························· 13

[그림 III-1] UniteAR 앱 작동 원리·········································· 27

[그림 IV-1] 수학유창성 점수 변화·········································· 45

[그림 IV-2] 대상학생들의 각 단계별 형성평가 결과·········· 50

[그림 IV-3] 학생별 수학학습태도 점수의 변화···················· 52

[그림 IV-4] 하위 요인별 점수 변화········································ 53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학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우리

가 쉽게 접하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것, 물건을 사고 거스

름돈을 받는 것, 여행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 그

리고 키나 몸무게를 재는 것 등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수학을 사용

하는 여러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즉 우리는 단위 계산, 시간 관리, 그리

고 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같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에 

수학적 능력을 쓰고 있다(Cihak & Foust, 2008). 미 학술원에서 발표한 

‘Mathematical Science in 2025’에서도 의학·일기예보·커뮤니케이

션·인터넷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분야에서 수학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의 보고서를 냈다. 학문으로서 수학 역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고 문제해결 능력

을 기를 수 있어(교육부, 2015a) 자연과학, 공학은 물론이고 경제학, 사회

학, 심리학, 의학,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응용될 수 있어 모든 학문의 기

초 역할을 한다(허민, 1998). 또한 수학은 직업 세계의 기초이다. 문제해

결력, 논리적인 사고력, 의사결정 등은 직종에 상관없이 중요한 자질이

며 이 능력 없이는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Mathematical Science in 2025). 이처럼 수학은 실용적이며 가치가 큰 중

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더 상급학년

으로 갈수록 수학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떨어지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Ashcrafte, Krause, & Hopko, 

2007). 특히 계통적인 측면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특성 때문에 수학은 

비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재미없고 어려운 과

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박경은, 정은영, 2016). 대부분의 장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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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수학과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데(이필상, 2019), 특히 체계성

과 위계성이 강한 특성(신현기, 2004), 숫자, 상징, 기호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처리하는 사고 발달에 제한(송준만 외, 2012; Heward, 2013)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은 수학을 매우 어려운 

교과로 인식하고 기피하며, 그 결과 학업 성취수준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김은주, 2002). 지적장애 학생들 역시 수 감각 학

습, 추상적 개념 습득, 그리고 수학 개념 간의 관련성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학을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나미, 최윤희, 2011).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크

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일반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이다. 전자

는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고, 후자는 공통교육 

및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적용하기 힘든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발달 

수준으로 고려하여 편성 및 적용된다(교육부, 2015b). 2015 개정 특수교

육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에 대해‘생활 주변의 여러 현상과 사물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면서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기능 습득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 수

학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즉,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기초적인 수학 과제에 어

려움이 있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제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Test, Howell, Burkhart, & Beroth, 1993), 2015 개정 특수교육 기

본교육과정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고차원적인 지식보다는 실제 삶

에서 필요한 연산능력과 같은 실용적인 수학적 지식을 제공하여 궁극적

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수학의 여러 영역 중 연산 능력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수

학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되어야할 능력이기도 하다(Zisimopoulos, 2010). 하지만 지적장애 학생들

의 경우 연산 기호, 수와 양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김

정권, 이희동, 김홍주, 1986),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단기기억 결함(송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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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 2012)과 같은 지적장애 학습 특성으로 수학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적절한 연산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은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여 학습된 무기력과 수학학습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

게 한다(Haylock, 1991). 연산과 같은 적절한 수학 기술을 구사하지 못하

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수학적 문제 해결 및 추론 과제에서도 낮은 수행 

결과를 보이고, 비슷한 특성을 지닌 학습장애 학생들에 비해서도 더 낮

은 과제 수행력을 보인다(Parmar & Cawley, 1994).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중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학생의 수준에 맞는 높은 질의 교

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산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노력이 있었고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명문영, 2014; 조지은, 

2016; 한은실, 2017; 김효진, 2019). 특히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스마트교육은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학습 몰입도와 

주의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이태수, 류재

연 2017).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의 수준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탐구·개별·협력 학습, 

직접교수법, 보조공학, 컴퓨터 보조학습, 도구 및 매체 활용 학습 등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할 때 학생의 흥미 및 동기, 학습양식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에 흥미를 유발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

록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수학 학습을 할 때 기술(technology)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효과가 좋다(Meilan, Robert, Benjamin, & Rasmiyeh, 

2015). 특히 학습자의 지능지수가 낮을수록 동적인 학습 자료에 구성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김민선, 2008).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모바일 장치는 학교에서 점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과 

장치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미래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Shraim & Helen, 2015).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

어 교육부도 2018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고 

있으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시킨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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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 이처럼 학교 교육 역시 학습의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

는 진보된 학습 매체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여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을 접목하는 교수·학습 방안과 학습 콘텐츠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병학 외, 2019). 증강현실(AR)이란 실제 환경을 바탕

으로 필요한 정보와 사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하여 현실과 겹쳐져 

보이는 기술이다(Azuma, 1997; 김진숙, 2009; 손현진, 2012).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여 상황별 현장학습 경험과 현실 세계의 정보 탐색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기술이 현실과 지식 간의 맥락

을 매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Wong, Milrad, & Specht, 2015). 교육 분야에서 증

강현실은 성찰, 통합, 질문, 태도, 비판적 사고, 학습목표와 같은 전통적 

교육의 주요 요소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Munnerley et al., 2014). 다수의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증강현실 기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유명현, 김재현, 구요한, 송

지훈, 2018; 김우리, 옥민욱, 2019; 남선혜, 이정민, 2020). 증강현실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은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학습 태도와 참여(김창복, 

김경, 2011),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고(김서진, 이예경, 2018), 학습 몰

입을 촉진시키며(정연화, 이정민, 2015), 학업성취를 높여준다(이윤우, 한

경근, 2018).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기반 학습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AR 개별 효과 크기가 .994로 셋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학습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현 

외, 2018).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AR, VR, 

3D프린팅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공학 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한경근, 2017; 김용욱, 2019), 특히 이 중 

AR과 VR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다(김우리, 옥민욱, 

2019). AR은 VR 사용 시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비현실감의 단점을 보

완하여 향상된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고(Azuma, 1997), VR을 오래 사용

했을 경우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담담함과 피로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ellani, Fornasari, Chittaro, & Brambilla, 2011). 실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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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입혀진 AR의 3D가상현실은 장애학생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여 학습 효

과 증진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노경희, 지형근, 임석

현, 2010).

 위에 언급한 것처럼 국내외 특수교육 분야에서 AR과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교육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외를 살펴보

면, VR교육의 경우 자폐성 장애 학생의 사회적 상황과 주의집중에 적응

을 돕고(Standen & Brown, 2006),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 환경 구축하거나(Mitchell, Parsons, & Leonard, 2007), 장애인

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과 같은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 적용해보았다(Smith et al., 2014). AR교육의 경우 미국에서 

Jonathan, Max, Mattj, Jarosz, & Yang(2019)은 시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

들을 위해 ‘Head-mounted augmented reality device’를 개발하여 저시

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보행 경로 분석에서 더 높은 비율로 지름길을 선택하는 결과를 보

여 주었다. McMahon, Cihak, Wright, & Bell(2015)의 연구에서는 지적장

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용어를 증강

현실 기법을 적용해 가르쳤을 때 두 장애 유형 학생들 모두 과학 관련 

어휘 습득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Kellems et al.(2020)는 7명의 특정학

습장애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비

율과 단위, 그리고 변화율 계산의 영역에 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한 결과 

실험대상 학생 모두 중재를 받은 이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 이태수와 류재연(2014)는 증강현실 기반 언어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76명의 초등학교 2학년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태도와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증강현실을 적용한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언어능력과 학습태도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태수와 이동원(2015)은 40명의 

초등학교 2학년 지적장애 학생 대상으로 과학교과의 성취 및 흥미도를 

연구한 결과 통제집단보다 수업 흥미도와 과학적 내용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병희, 김성렬, 서현두, 유하나(2009)

는 시공간 보행 능력향상에 증강현실 기반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연구하였으며, 이병희, 정진화, 유재호, 박대성(2011)은 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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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행 능력과 발목관절 근력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살펴보기도 하

였다. 또한 최재인, 김경래, 김태영(2013)은 발달장애 학생이 다양한 상황

을 안전하게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인지 속도가 빨라졌음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 중재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가 될 비디오 모델링 관련 선행연

구들을 살펴본 결과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목표 기술들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김수연, 권주석, 

2019; 김성운, 유성종, 2019; 이나윤, 허유성, 2015; 김영준, 강영심, 2013; 

전경애, 이성용, 2013; 정소정, 강영심, 2016). 이성용, 김진호(2019)가 실

시한 비디오 모델링 관련 메타분석 결과 중재의 PND 값이 99.5%, 유지

와 일반화의 PND값이 100% 중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지적장애 대상 비디오 모델링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모

델링이 단일대상연구에서 증거기반실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고, 특

히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법이 지적장애학생들의 교수적 목표에 적합

한 실제와 흡사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으며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주의집

중과 흥미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안예지, 이미지, 

2020).

 지금까지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학생 대상 증강현

실 기법을 활용한 중재가 목표행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예지, 이미지(2020)의 국내 지적장애 대상 연구에서 

비디오 모델링 중재목적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기술과 신체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이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읽기, 쓰기, 수학, 교과내용 학

습하기 등의 학업기술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단 한편도 수행되지 않

았음을 밝혔다. 또한 최신 IT 기술과 비디오 모델링 중재의 결합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2015~2020년에 비디오 모델링 연구물의 수가 줄었다

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기반실제로써 AR 또는 VR 기반 비디오 모델링 

중재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한계점으로 밝혔다. 장애 아동 대상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반 중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김우리, 옥민욱(2019) 연구에

서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에 대한 증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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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상현실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의 수가 부족함을 지적했고, 연구 

대상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중재 교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살펴본 증강현실 중재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 

대상이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고(김병건, 2019; 이태수, 류

재연, 2014), 중재 영역이 과학(김정수, 이태수, 2018; 이태수, 2017), 언어

(조지숙, 2019; 이태수, 류재연, 2014; 박희준, 2020; 김영익, 권순복, 권순

우, 김현진, 2020), 사회성(김병건, 2019), 보조공학기기(이병희, 김성렬, 

서현두, 유하나, 2009; 이병희, 정진화, 유재호, 박대성, 2011)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한계점들로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의 수

학 영역 중재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중학

교 지적장애 학생의 곱셈과 나눗셈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가?

연구문제 2.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중학

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지적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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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

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 학

생은 K-WISC IV/V 검사결과 69이하에 속하면서 적응행동검사(사회성숙

도)결과 74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본 연구에서는 Azuma(1997)의 증강현실 정의를 참고하였다. Azuma(199

7)는 증강현실을 이음새(seamless) 없이 자연스러운 전환적 인터페이스로 

현실과 가상 세계 간의 연결을 통해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가

상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앱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다. 비디오 모델링(Video Modeling)

 비디오 모델링은 Bandura의 관찰학습 이론을 근거로 하며 목표 기술

(target skill)을 녹화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한 후, 내용을 모방하도록 하

는 교수 방법이다(Alberto, Cihak, & Gama, 2005; Bandura & Walters, 

1977).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앱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 녹화된 비디오

에서 송출되는 목표 기술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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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지적장애 

 가. 지적장애 정의

 지적장애의 정의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미

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차 정의에서 지적장애를 ‘지적 기능과 실

제적, 사회적, 개념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있어서의 심각한 

제한으로 특정 지어지며, 18세 이전에 시작된다(AAIDD, 2010)’고 정의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

애인의 기준과 유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

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

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즉, 18세 전에 정신이 불완전하게 발달되고 평균 이하의 지

능으로 사회생활에서의 적응과 신변 관리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특수교육대상

자 선정 기준에서는 지적장애를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지적장애 특성 

 지적장애 학생들은 일반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 비슷하게 기본적

인 사회적, 정서적, 생리적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신종호, 김동일, 신현

기, 이대식, 2008) 지적장애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있

다. 특성들을 살펴보면 첫째, 주의집중 지속 시간이 짧으며, 자극의 변별

이 어렵고, 여러 자극에 대한 자발적 주의집중력이 떨어진다(조인수, 200

5). 이러한 주의집중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 문제가 생기는데, 비

장애 학생들에 비하여 처리 속도가 늦고 학업성취가 낮은 편이며,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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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읽기와 같은 교과에 결함이 나타난다(김주영, 박찬웅, 2013). 둘째,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부정적인 결과나 실패를 예측하므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낮은 동기 및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김남순, 2003; 조인

수, 2005). 즉 지적장애 학생은 과제수행에서 반복된 실패한 경험을 겪으

면서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학습 동기유발에 어려운 측면 

있다. 이러한 실패 경험으로 실패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성공을 성취

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데 급급하게 되며, 아주 작은 

성취에도 안주해 버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목표임에도 수행하

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조인수, 2005). 셋째, 학습과 발달영역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전보성, 김문

섭, 2010). 정신연령이 동일한 일반 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을 비교했을 

때, 지적장애 아동이 과제에 대한 처리 속도가 느리고, 가변적이며, 비대

칭적인 향상을 보인다(여광응, 조인수, 2005). 이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 

비장애 학생들과 비슷한 순서와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지만 발달 속도에 

있어서는 비장애 학생들보다 느리기 때문이다(신종호 외, 2008). 넷째, 지

적장애 학생들은 의사소통 및 언어 능력의 결함으로, 말더듬, 음성장애, 

음운장애 음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늦은 언어발달 속도와 

지체된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김남

순, 2003; 조인수, 2005). 

 위에서 언급한 지적장애 여러 특성으로 인해 지적장애 학생들은 학교에

서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동기유발과 실패

를 줄일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

에 대해 교수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차원에서만 차이가 있는 자극을 제시

하고, 초기에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외부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를 증가시키고, 적절한 자극들과 부적

절한 자극들을 구별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것

이다(신종호 외, 2008).

 다. 지적장애와 연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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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은 수학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영역

이다. 연산과 관련된 구성요소는 ‘연산 자체를 개념화하고 다양한 기호 

체계 이해하기’,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연산이 필요한 맥락 이해하

기’, ‘구체물 없이 연산 전략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이다(Slavit, 

1999; 김성준, 2013). 또한 수학은 논리성, 계통성, 추상성을 기반으로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문제해결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과로, 연산과 가장 관계 깊은 수학의 특성은 추상성이라

고 할 수 있다(김영임, 김은경, 2010; 박윤진, 2011). 

 하지만 지적장애 학생은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에 상징, 숫자, 연산 기

호 등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를 표

상, 정보조작, 그리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유창하게 계산하기와 같

은 기초적인 연산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김영임, 김은경, 2010). 문장제 문

제에서도 연산이 이야기 유형에 포함되어 언어적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

가 많아 다양한 맥락에서 연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적인 지적장애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이태수, 홍성두, 2007). 

 또한 지적장애 학생은 정확도와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수학의 특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연산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산 기술 습득에서 어려움을 보인다(신현기, 2006). 그리고 연산 

문제 중에서도 성질 이해 과제와 교환 법칙 이해 과제에서는 높은 성공

률을 보이지만,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이해 과제에서는 낮은 성공률을 보

이는 특성이 있어(최지영, 방정숙, 2011), 지적장애학생에게 연산을 지도

할 때에는 단순히 연산의 기계적 절차를 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적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연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활동을 포함하여 교수해야 한다(김영임, 김은경, 2010; 최혜승, 김

의정, 2009). 

 라. 지적장애와 수학학습태도

 수학적 태도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수학에 

대한 태도를 Sandman(1974)은 수학의 가치, 수학에 대한 즐거움과 불안, 

수학교사에 대한 지각,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성 등으로 이야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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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nema-Sherman(1976)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 수학의 유용성, 수학 학

습자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태도,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성을 포함시키

고 있다. 수학학습태도 검사 도구를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태도’, ‘학습습관’ 영역의 3가지로 정

의하고 있다. 각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은 

‘우월감-열등감’과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도’는 ‘흥

미’, ‘목적의식’, ‘성취동기’로 구성되며, ‘학습습관’은 ‘주의집

중’, ‘자율학습’, ‘학습기술 적용’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0)에서는 수

학적 태도를 수학적 성향이라고 언급하며 단순한 태도와 함께 긍정적으

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경향, 수학 문제를 풀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추

론하기 위해 수학을 하는 자신감,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여 흥

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즉, 수학적 태도는 학습자의 인지적인 영역이 

아닌 정의적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학

습자의 수학학습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는 수학학습태도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학 학습능력을 강화시키

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강문희,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

그램을 활용한 수학학습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수학학습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구분한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태도, 학습습관 영역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2. 증강현실

 

 가. 증강현실의 특성과 유형

 1) 증강현실의 개념 

 

 증강현실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Ronald 

Azuma가 1997년에 증강현실 특징을 정의하면서 증강현실 분야가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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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Azuma(1997)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 이

음새(seamless) 없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전환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의 연결을 이루어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증강현

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과 가상 이미지의 결합, 실시간 상호작

용, 3차원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Azuma, 1997). Milgram & Kishino(1

994)는 다음 [그림 II-1]처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환경은 연속되어 있

으며 융합해서 만들어낸 세계를 혼합현실(Mixed Reality)라고 하였다. 

[그림 II-1] Milgram(1994)의 증강현실 정의

Milgram(1994)는 증강현실을 이음새 없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연스러

운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결된 자유로운 탐색인 넓은 접근법(Broad Appro

ach)과 학습자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보는 제한된 접근법

(Restricted Approach)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라베이스(2010)는 증강현실이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 위 가상 정보 요소를 

덧붙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 실시간 동작이 가능해야함을 강조했

다. 즉 종합해보면 증강현실은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한 가상 정보를 제

공하는 기술이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환경의 실

재감과 현실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증강현실 유형

 증강현실의 유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GPS 기반 증

강현실 기술은 모바일 기기에 내재된 GPS를 통해 수집된 위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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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일반적인 증강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Cheok et al., 2004; C

heng & Tsai, 2012). 두 번째로, 마커(Marker)를 통한 증강현실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콘텐츠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해

당 마커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QR코드의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한송이, 2019). 마지막 세 번째로 증강현실 

기술 구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투과

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로 실제 환경에 가상으로 생성한 정보를 혼

합하여 정보의 사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차세대 정보처리 기술이

다(Azuma, 1997; Piekarski & Thomas, 2002; 한송이, 2019).

 나.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

하여 다른 교육 매체들이 줄 수 없는 풍부한 학습 환경과 높은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다(Carmignian & Furht, 2011; Caruso & Cugini, 2009).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몰입도와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때문

에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정의적 만족감을 제공한다(Yuen, Ya

oyuneyong, & Johnson, 2011; Phan & Choo, 2010; Ludwig & Reimann, 2

005). 임철일, 한송이(2019)는 지금까지 연구된 증강현실 기반 교육 사례

를 체험형, 실습형, 협동형, 소통형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번째로 체험

형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가상의 정보를 증강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유적

지와 같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을 모바일 기기로 재현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로 실습형은 고위험, 고비용의 문제로 반복

적인 실습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주로 반복적인 실습이 필요한 

의학 분야나 건축과 같은 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로 협동

형은 고가의 기기보다는 태블릿PC와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서로 협업하며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다. Dunleavy, Dede, & Mitchell(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

습자가 서로 협업해서 학습과제를 해결했을 때 높은 만족감, 몰입감이 

더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로 소통형은 학습자와 증강현실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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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간의 상호 교류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방식이다. 협동형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며 전문적인 지식

을 요구하는 고등교육보다는 초·중·고등학교의 언어와 수학과 같은 과

목에서 주로 사용되며 마커기반 증강현실과 팝업북(Pop-up book)형태 또

는 마커가 삽입된 플래쉬카드(Flashcard)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임철일, 

한송이, 2019).

3. 비디오 모델링(Video Modeling)

 가. 비디오 모델링의 개념과 특성 

 비디오 모델링은 Bandura의 관찰학습 이론을 근거로 하며 목표 기술

(target skill)을 녹화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한 후, 내용을 모방하도록 하

는 교수 방법이다(Alberto, Cihak, & Gama, 2005; Bandura & Walters, 

1977). 모델링의 유형으로는 바람직한 목표 기술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

습을 관찰하는 자기 모델링, 형제, 또래 친구, 성인과 같은 주변 사람들

이 목표 기술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타인 모델링, 증강현실처럼 

자신 또는 특정인 시점에서 녹화된 비디오에서 송출되는 목표 기술 행동

을 관찰하는 비디오 모델링으로 구분된다(정은혜, 임경원, 전병운, 2012). 

다른 모델링 유형과 달리 비디오 모델링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관찰

할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복습할 수 있고 다양한 교

수자가 일관되게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이성용, 오자영, 2012; Charlop-Christy, Le, & 

Freeman, 2000). 또한 시각적 자극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주의집중 향상,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 및 독립적 수행을 

촉진 할 수 있다(Bellini & McConnell, 2010; Dowrick, 1999). 여러 선행연

구들에서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지적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었으며(박지윤, 강영심, 2015; 신현희, 최연우, 김수진, 김

경미, 2014; 이나윤, 허유성, 2015), 연보라, 이성용(2017)이 실시한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19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대

상 비디오 모델링 메타분석 결과 중재, 유지 및 일반화의 PND값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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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모델링의 중재대상이 되는 목표행동에는 제한이 거의 없으며 적

응 목표기술로서는 특정기술 습득, 자신감 증대, 이미지 향상, 실패에 대

한 불안 감소, 학급에서 습득한 기술의 일반화 등이 있다(Dowrick, 

2003). Dowrick(2003)은 비디오 자기모델링의 중재 6단계를 개념화, 촬영 

전, 촬영, 촬영 후, 시청, 그리고 평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각 단계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연속적이면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했다. Dowrick의 자기 모델링 중재 6단계에 따르면 개념화 단계

에서는 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며, 촬영 전 단계

는 촬영에 대한 계획안 수립과 구상도 또는 이미지를 그려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포함된다. 개념화와 촬영 전 단계가 끝나면 촬

영 단계가 진행되고 촬영 후에는 비디오를 분할하여 1차적으로 완성한 

후 시간 계획에 따라 시청 및 평가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

는 Dowrick(2003)의 비디오 자기 모델링 6단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맞

게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 자료로 제작하였다.

 나.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

 

 비디오 모델링의 유형은 모델의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또래가 

행하는 경우 비디오 또래 모델링, 학습자가 모델이 된다면 비디오 자기 

모델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점 비디오 모델링의 경우 1인칭이나 3

인칭의 시점에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을 보고 따라하

는 것을 의미한다(박은혜, 한경근, 2017). 즉, 1인칭 시점에서 시연하는 

모델의 손이 등장하거나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면 1인

칭 시점의 비디오 모델링으로 볼 수 있다(McCoy et al., 2007). 이는 구글

(Google)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의 유튜버

(Youtuber)들이 특정 방법과 기술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특성이 다른 대상자들의 개별

화된 요구에 맞는 시점에서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장소 및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Delano, 2007). 둘째, 특정 기술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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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과 문제만 관찰하는데 이는 중요하지 않은 주변 환경들을 제한하

고 중요한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여 목표 행동을 완수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Tetreault et al., 2010). 특정 기술을 행하는 모델의 대상 특성을 결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재자의 관점에서도 용이할 수 있다(Hine et 

al., 2006).

 다. 비디오 촉진(Video Prompting)

 비디오 모델링은 가족, 또래, 학습자 등 한 명의 모델이 목표행동을 수

행하는 전체 과정을 중단 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 전체를 본 후 학습

자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Cannella-Malone et al., 2006). 하지만 비디오 

촉진의 경우 비디오 클립을 활용하여 목표 행동을 개별 단계로 분리하여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는 비디오 모델링의 변형이다(Kellems et al., 

2020). 비디오 촉진의 경우 학습자가 목표 행동에 대해 과제분석된 각 

단계별로 나누어진 과제의 한 단계만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해당 단계의 수행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

다(Sigafoos et al., 2005). 비디오 촉진에서 각 단계의 비디오 클립은 해

당 단계의 수행이 능숙해질 때까지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으

며, 이는 전체 비디오를 보여주는 비디오 모델링보다 학습 과정과 개인

의 독립성 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Cannella-Malone et 

al., 2011).



- 18 -

III. 연구 방법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110/001-016).

1. 연구 대상

 

 가.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의 대상 학생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M중학교에 재학 중인 지

적장애 중학생 3명으로 선정하였다. 중학생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에서

는 중1~3학년부터 수와연산 영역에서 곱셈의 기초부분을 배우기 시작하

며 학교급별 목표로 중학교에서 곱셈의 기초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해결

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대상 학생은 특수학급의 

교사들에게 즉시 중재가 필요한 학생으로 추천받은 후 연구자의 관찰, 

대상 선정 검사도구 결과, 그리고 배제준거 기준 등을 통해 선정하고 부

모의 동의를 받아 연구를 실행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K-WISC-IV/V검사 결과 합산점수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적 분류기

준인 70미만인 학생

2)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SQ(사회지수) 74점 이하 또는 적응행동검사 결

과 표준점수가 70미만인 학생 

3) 생활연령이 13~15세인 학생

4) BASA-MATH 선별검사에서 곱셈과 나눗셈 능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

5) 학교 수업 외 수학학원 또는 수학 보충학습을 받지 않는 학생

6) 다른 신체적 장애(시각, 청각, 신체적 결함)을 중복으로 갖지 않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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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 학생 B 학생 C
성별 남 남 남
학년 중1 중1 중1

생활연령 14 14 14
K-WISC-IV 68 52 46
적응행동검사

(사회성숙도)
57.84 43.28 51.09

가정환경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의 영향으

로 비교적 원만한 

가정형편으로 자

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음. 방

과 후 국어, 수

학, 영어 학습지

와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나 코로나1

부모님과 중학생

인 형 1명이 있

음.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고 

계시며 자녀들에

게 많이 신경써주

지 못해 형과 보

내는 시간이 많

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 

외 학원이나 학습

지를 하고 있지 

않으며 방과 후  

주 양육자는 조부

모로 두 분 다 일

을 하고 계셔서 

C의 학교생활과 

학업에 신경을 못 

쓰고 계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

이며 사교육 없이 

방과 후 집에서 

게임이나 핸드폰

을 하며 시간을 

보냄.

7) 학부모가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8)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학생

 나. 연구 대상 특성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학생 3명의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일반적인 특성은 해당 

학교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일반적인 특

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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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로 인한 접촉에 

대한 불안으로 잠

깐 쉬고 있음. 

집에서 게임과 핸

드폰을 하며 대부

분의 시간을 보

냄.

행동특성

수업시간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앞에 나서

서 발표하고 질문

하기를 좋아하여 

가끔 수업에 방해

되는 말을 하거나 

순서나 규칙을 어

기는 모습도 종종 

관찰됨.

주의집중력이 부

족하여 교사의 말

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2~3회 이

상 반복해서 말을 

해야 반응을 보이

는 경우가 많음. 

고집이 센 편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외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모

습을 보임.

소극적이고 조용

한 성격으로 자신

의 요구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

하지 못함. 또래 

및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에서 수동

적인 태도를 보이

며, 수업 시간에

는 성실한 태도로 

참여함.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습

수행수준

구구단을 암기할 

수 있으며 세 자

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

두 자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덧

셈,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을 할 

수 있으며, 구구

 받아 올림이 없

는 덧셈, 뺄셈은 

세 자릿수까지 가

능하지만 받아 올

림과 내림이 있는 

 2) 연구 대상의 학습 특성

 학생 3명의 연구 대상에 대한 학습 특성은 해당 학교 담임교사 및 특수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학습 특성은 다음 <표 III-2>와 같

다.

<표 III-2> 연구 대상 학생들의 학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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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가능하지만 

수행 수준 편차가 

있음.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정

도 곱셈은 가능하

지만 자릿수 오류

가 있으며 나눗셈

은 거의 수행하지 

못함. 

단을 암기할 수 

있지만 계산상 오

류가 많은 편임. 

곱셈과 나눗셈 관

련 문제를 거의 

접해보지 않았으

며 시작하는데 두

려움을 가지고 있

음.

경우 거의 계산에

서 제외하고 푸는 

오류가 있음. 아

직까지 덧셈과 뺄

셈 계산 시 반구

체물 단계에 머물

러 있어 반구체물

을 그려서 계산하

는 모습을 보임.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중학

교 지적장애 학생의 연산 능력 및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인은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교육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곱셈과 나눗셈 

연산 능력과 수학학습태도이다. 중재는 주 1~3회, 1회에 2회기씩, 그리고 

1회기 당 45분 동안 총 14회기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곱셈 나눗셈 연산 능력과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대상연구 방법 중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사용하

였다. 학생별로 각기 다른 기초선 기간(3회기, 6회기, 11회기)과 중재 14

회기, 유지 3회기를 진행하였다. 먼저 학생 A의 기초선 자료가 3회기 이

상 연속해서 안정적으로 나타날 시 중재를 투입하였고, 마찬가지로 학생 

A의 중재 후 안정적으로 개선된 반응을 3회기 이상 보일 시, 학생 B의 

중재가 시작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학생 B가 개선된 반응을 안정적으로 

3회기 이상 나타났을 때 학생 C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였다.

 유지단계에서는 연구 대상 학생들이 중재가 끝난 이후에도 중재로 인한 

수학 연산 수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중재가 끝

난 1주 후 각 학생별로 3회의 유지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는 최소 3명 이상의 대상자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목표행동을 보이고 중재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을 생각하고 



- 22 -

중재를 진행하여 여러 명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설계이

다. 특히 수학처럼 학습 되어버리는 경우 반전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인인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기에 효과적

이며 중재의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대상자의 변화가 오직 중재를 통해서

만 달라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3. 연구 도구

 

 가. 대상 선정 도구

 

 1) 아동용 개인 지능 검사(K-WISC-IV)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4판(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V)은 아동의 인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지능검사 도구로 

만 6세에서 만 16세 11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인 지능을 나타내는 전체 IQ 지수와 함께 총 4가지 지표와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지표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

기억, 처리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 소검사로는 언어이해 지표

를 검사하는 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단어추리, 지각추론 지표를 측정

하는 토막 짜기,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 빠진 곳 찾기, 작업기억 지표

를 측정하는 숫자, 순차연결, 산수, 그리고 처리속도 지표를 측정하는 기

호쓰기, 동형 찾기, 선택이 있다.

 

 2) 적응행동검사(사회성숙도 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는 Doll의 Vineland 사회성숙도 검사를 기반으로 번역되

어 사용되고 있는 김승국, 김옥기(1995)의 사회성숙도 검사도구를 사용하

였다. 사회성숙도 검사는 0~30세까지의 2,200명의 자료를 기초로 표준화

되었으며, 사회화(socialization), 이동(locomo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자기관리(self-direction), 자조(self help), 작업

(occupation)의 6개 영역 총 1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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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고 사회적 지수를 산출하여 검사 결과가 산출된다. 검사 대상은 

출생부터 성인까지 폭 넓게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수(Social 

Quotient)는 사회적 연령(SA)을 생활 연령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본 검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환경 및 문화적인 수준과 장애 영향 평가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

회성숙도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80이다.

  나. 수행 수준 검사도구

  1)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수학검사(BASA-MATH)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수학 검사(김동일, 2006)는 학생의 기초적

인 수학연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국내 최초의 표준화된 검사도

구이다. 이는 교육과정중심측정(CBM: Curriculum Based Measurement)의 

원리에 따라 1회의 학업성취 결과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투입에 따른 아동의 진전도를 난이도가 유사한 다양한 검사지를 통해 자

주 확인할 수 있어 학습 성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제공한다. 또

한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기 때문에 자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집단에서 학생의 상대적 위치와 부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한다. 진전도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

고 교수계획을 수정하며 학생의 수학 성취의 변화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1-3학년 수학과 

교육과정 중 연산 영역을 분석하여 개발된 것으로 학년단계의 검사도구

와 통합단계의 검사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I단계는 1학년 교육과정, II단

계는 2학년 교육과정, III단계는 3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합단계는 1,2,3학년에

서 다루어지는 덧셈·뺄셈·곱셈·나눗셈 사칙 연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DIGIT’방식으로 채점된다. 검사결과 백분위가 15% 이하인 경

우 한 학년 아래 단계의 검사를 실시하여 백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

뢰도 검증을 위해 평정자간 일치도와 반분신뢰도법을 사용하여 내적 일

관성을 검증한 결과100% 평정자간 일치를 보였으며, 반분신뢰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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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

시
문항 구성 영역 문항수

1
1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X(한 자릿수)

곱셈
10

2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X(한 자릿수) 10

2
3 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X(한 자릿수)

곱셈
10

4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X(한 자릿수) 10

.73-.93으로 양호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김동일, 2006). 

 본 검사 도구는 중재 시작 전과 후에 사전-사후검사 도구이자 수학유창

성을 측정하기 위한 진전도 검사 도구로 동시에 사용되었다. 

BASA-MATH의 기초평가는 기초선 단계와 중재가 끝난 후 유지 검사로 

사용되었으며, 통합단계 1, 2, 3 순서로 총 3회 실시하였다. BASA-MATH

의 형성평가는 중재에 대한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단계가 끝났을 

때 2차시 마다 한 번씩 총 7번 실시하였다.  

 2)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평가지

 

 BASA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학생들의 현재 수준과 중재 목

표를 결정하여 중재 기간에 연산 수행능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반복

적인 측정과 진전도 분석이 가능한 연산 수행평가지를 제작하였다. 각 

중재 단계의 지도내용과 중재 목표를 고려하여 10문항으로 구성된 3종의 

동형검사지를‘BASA와 함께하는 수학능력 증진 개별화 프로그램 수학나

침반: 수학연산편(김동일, 2020)’을 기초로 하여 제작하였다. 연산 수행

평가지는 제작 후 수학 교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2인으로부터 검사

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은 <표 III-3>과 같

으며,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평가지 예시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평가지는 1회기 마다 중재의 정리 단계에서 해당 

목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표 III-3> 연산 수행평가지의 문항 구성과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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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올림이 한 번 있는 

(두 자릿수)X(두 자릿수)
곱셈

10

6
올림이 여러 번 있는 

(두 자릿수)X(두 자릿수)
10

4
7 내림이 없는 (몇 십) ÷ (한 자릿수)

나눗셈
10

8 내림이 있는 (몇 십) ÷ (한 자릿수) 10

5
9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1)
나눗셈

10

10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2)
10

6

11
나머지가 있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1)
나눗셈

10

12
나머지가 있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2)
10

7
13 나눗셈 계산 결과 확인하기(1)

나눗셈
10

14 나눗셈 계산 결과 확인하기(2) 10

 3) 수학학습태도 검사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정의적 영역 평가를 위해 개발한 수학학습태

도 검사를 사용하여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대상 학생의 정

의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검사는 수학 교과에 대한 자

아개념·태도·학습습관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며 8가지 하위 요인별 5

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평정 척도로 각 문항

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해서 측정할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5점씩 200점 만점으

로 계산되며 부정적 문항의 경우 역배점 방식으로 환산하여 계산된다. 

본 검사의 영역에 따른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Cronbach`s α의 영역

별 신뢰도는 다음 <표 III-4>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수학과에 대한 학습태도 검사 도구는 여러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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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우월감-열등감 1,9,17,25,33
10 .89

자신감 4,12,20,28,36

교과에 대한 

태도

흥미 2,10,18,26,34

15 .84목적의식 5,13,21,29,37

성취동기 7,15,23,31,39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주의집중 3,11,19,27,35

15 .80자율학습 6,14,22,30,38

학습기술 적용 8,16,24,32,40

전체 40 .91

구(박미자, 2004; 권덕용, 2007; 김은삼, 2015)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수학학습태도 검사지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4> 수학학습태도 검사 하위요인별 문항 및 문항 수

다. 실험 도구: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

 

 1)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연산 프로그램 교수의 구성 준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BASA와 함께

하는 수학능력 증진 개별화 프로그램 수학 나침반 시리즈’ 중 수학나침

반: 수학연산편(김동일, 2020)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증강현실 앱을 통해 

비디오 모델링 기법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먼저 수학나침반: 수학연산편(김동일, 2020)의 경우, 국내외 수학 연산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수학 교과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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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힘책)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학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입증된 중

재를 증거기반 중재라 정의내릴 수 있다. 선행연구(김동일, 이대식, 신종

호, 2016)에 따르면 수와 연산 영역에서 사실적 지식을 가르치는데 효과

성이 높은 직접교수, 놀이활동, 또래 교수인데 이러한 방법들을 바탕으

로 활동을 구성했다. 또한 간단한 연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지식을 가르치는데 효

과적인 인지·메타인지 전략, 수학 문제 만들기 활동, 도식 기반 표상 

전략 등 효과적인 지도 방법들을 바탕으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RTI 교수

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진전도를 확인한 후 학습속도가 예상목표보다 

느리거나 빠를 때 학습목표나 학습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2) 증강현실 기반 앱 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증강현실 앱은 ‘bosoninnov’에서 개발한 

‘UniteAR’ 이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다운

로드 한 후 간단히 등록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모바일 기

기로 증강현실을 제작할 수 있다.‘UniteAR’ 앱을 실행시켜 트리거 이

미지(재생이 시작되는 그림)에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비추면 마커 시

킨 자료(동영상, 이미지, 텍스트)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를 간단하게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UniteAR 앱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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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작방법

1

앱에서 제공하는 오픈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AR GALLERY를 클

릭하고, 직접 만들 경우에는 왼쪽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르면 Create 

AR창이 나타난다. 

2
Create AR창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뜨는 팝업 메뉴인 ADD new P

roject를 클릭한다.

3
Browse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있는 Photo Library

에 접근할 수 있거나, 촬영을 할 수 있다. 

4
카메라 화면이 나오면 트리거 이미지를 촬영한다. 빛의 밝기, 자료

의 복잡성이나 선명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자료 선택에 주의해야한다

5

트리거 이미지를 촬영하고 나서 My Projects에서 해당 트리거 이미

지에 View Project를 클릭한다. 하단 부분에 Video, Image 등을 클릭

하면 미리 촬영한 마커자료를 입힐 수 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동, 회전, 확대, 축소 등을 하며 적당한 위치로 나타날 증강현실 

화면을 위치시킨 후 오른쪽 상단부의 save 버튼을 누른다.

6
만들어진 Project의 이름을 적고 저장하고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서 트리거 이미지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첫 번째 그림의 경우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푸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트리거 이미지가 된다. 해당 트리거 이미지 

위에서 ‘UniteAR’을 실행하면 앱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마커 시킨 자

료인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의 세로셈 풀이 영상이 뜨게 된다. 보다 

자세한 과정은 [부록 3],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Play 스토어에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각

각 ‘UniteAR’을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가입버튼을 누르고 가입

을 한 후 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증강현실 마커 제작 방법을 IOS 운영체

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증강현실 마커 제작 방법

 한송이, 임철일(2019)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유

형을 크게 체험형, 실습형, 협동형, 소통형으로 나누었고 이들의 특성은 

다음 <표 III-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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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장점 단점

체험형

장소를 새롭게 

구현하거나 실제 

세계에 가상정보를 

증강하여 정보표현

높은 실재감, 현장감, 

몰입감 제공

일회성 체험으로 

이뤄짐

실습형

반복적인 실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할 

때 활용

장기적인 실습 가능
학교 현장에서 활용 

어려움

협동형

다수의 학습자가 

협업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

집단 학습을 통한 

학습 집중도가 높음

학습보다 게임 

요소에 치중 가능성

소통형

콘텐츠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며 

참여를 유도

QR코드와 같은 

마커활용으로 다양한 

활동 가능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표 III-6>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유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UniteAR’는 비디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학생의 

오류 유형에 맞게 올바른 계산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교

육하는 프로그램이다. ‘UniteAR’을 활용한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

로그램은 증강현실 교육 컨텐츠 유형 중 ‘소통형’ 유형에 속하며 다양

한 트리거 이미지와 마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오류 분석 및 스스로 학

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3)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 구성 및 제작과정

 

 (1)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알려진 비디

오 모델링(박지윤, 강영심, 2015; 신현희 외 2014; 이나윤, 허유성, 2015)

의 원리가 적용된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BASA와 함께하는 

수학능력 증진 개별화프로그램 수학나침반: 수학연산편(김동일, 2020)’

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교재는 수학 연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

양한 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 개요에 맞춰 지도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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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시 중재목표 영역 활동내용

1

1 두 자릿수와 한 자릿

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곱셈 (두 자릿수)X(한 자릿수)

2

2

3 세 자릿수와 한 자릿

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곱셈 (세 자릿수)X(한 자릿수)

4

3

5 두 자릿수와 두 자릿

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곱셈 (두 자릿수)X(두 자릿수)

6

4

7
내림이 없는 몇 십 

÷ 한 자릿수의 계산

을 할 수 있다.  

나눗셈 (몇 십)÷(한 자릿수)

8

5

9 나머지가 없는 두 자

릿 수 ÷ 한 자릿 수

의 계산을 할 수 있

다.  

나눗셈 (두 자릿수)÷(한 자릿수)

10

6 11 나머지가 있는 두 자 나눗셈 (두 자릿수)÷(한 자릿수) 

장점을 가져 본 연구에 활용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개념에 대한 

교수를 먼저 하고 난 후 세로셈 푸는 과정을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

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 III-7>과 같이 14차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7> 수학나침반: 수학연산편의 영역별 학습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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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수 ÷ 한 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알고 계

산할 수 있다. 

+ 나머지
12

7

13
나눗셈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나눗셈

(두 자릿수)÷(한 자릿수) 

+ 나머지의 계산이 맞는

지 확인하기14

(2)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 제작 과정

 가) 과제 분석

 과제분석은 복잡한 목표와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확인

하여 측정 및 관찰 가능한 하위 단계와 기술들로 나누는 것이다(Morreau 

& Anderson, 1986; Carter & Kemp, 1996). 비디오 모델링 목표행동의 과

제분석을 위해 중재 시 주교재로 사용될 ‘BASA와 함께하는 읽기능력 

증진 개별화 프로그램 읽기나침반: 수학연산편(김동일, 2020)’의 3단계 

곱셈, 4단계 나눗셈 중 차시를 선정하였다. 해당되는 학습 목표는 3단계 

곱셈에서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곱셈, 세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곱

셈,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곱셈, 4단계 나눗셈에서는 몇 십과 한 자

릿수의 나눗셈,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나눗셈, 나머지

가 있는 나눗셈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나눗셈, 나눗셈 결과 확인하기

로 선정하였다. 각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학 나침반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과제로 선정한 후 과제분석 절차를 거쳐 하위기술로 나누어 세

분화하였다. 과제 분석 개발에 현직 중학교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인을 통해 분석 과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필요한 모든 단계가 명

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과제분석 내용의 예시는 다음 <표 

III-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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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문제 과제 분석 예시

단계 과제분석
1 문제와 등식을 확인한다.
2 첫 번째 수의 등식에 일의 자릿수를 찾아 밑줄을 긋는다.
3 두 번째 수의 등식에 일의 자릿수를 찾아 밑줄을 긋는다.
4 밑줄이 있는 일의 자릿수끼리 곱한 후 답란의 일의 자리에 쓴다.
5 첫 번째 수의 등식에 십의 자릿수를 찾아 동그라미 한다.
6 두 번째 수의 등식에 일의 자릿수를 찾아 동그라미 한다.
7 동그라미 되어 있는 수끼리 곱한 후 답란의 십의 자리에 쓴다.

 
 나) 비디오 모델링

 비디오 모델링은 과제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된 각 단계 비디오를 연구 

참여자가 시청하고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Bellini & Akullian, 

2007). 과제분석 단계를 거친 후 각 단계를 연구자가 모델링하는 과정을 

녹화하여 비디오 모델링 과제분석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편집은 컴퓨터

에서 ‘iMovie’를 사용하였으며, 단계에서 과제 수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음성 안내도 추가하였다. 비디오 모델링 과제분석 동영상은 먼저 

전체 부분을 녹화하고 ‘iMovie’를 활용하여 과제분석 단계별로 편집 

후 분할하여 제작하였다. 학생들이 풀이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전체를 시청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보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다) UniteAR app

 ‘UniteAR’ 앱은 사용 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증강현실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트리거 이미지와 마커 영상 자료를 중첩시켜 간편하게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증강현실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앞서 과제분석과 영상 

녹화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체 비디오 모델링 영상과 과제분석된 각 단

계별 분할된 영상 모두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UniteAR’ 앱에 업로

드 된 후 마커 영상 자료를 재생하기 위한 트리거 이미지 판과 연결시킨

다. ‘UniteAR’앱으로 비디오 모델링 과제분석 동영상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학생이 스스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슬라이드하여 잠금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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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회기

대상 아동 선정 및 

프로그램 준비
2021.9.1 - 9.10.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검사 실시

기초선 2021.9.13. - 10.21. 대상별 회기 수 다름

고 ‘UniteAR’앱을 열어 해당되는 트리거 이미지 위에 스마트폰 및 태

블릿PC를 올려놓아야 한다. 해당되는 마커 영상이 트리거 이미지를 통해 

활성화되고 나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전체 화면을 클릭하여 전체 화면으로 

전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3명 모두 기초선 측정 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자의 지도 아래 훈련하여 습득하였다. 

 라) 트리거 이미지 판

 

 ‘UniteAR’ 앱을 활용하여 비디오 모델링 과제분석 동영상을 실행하

는 데 필요한 트리거 이미지를 모아 학습자료 형태로 만들었다. 트리거 

이미지 판의 구성은 해당되는 문제의 번호와 해당 문제의 이미지가 배치

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보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트리거 이미지 속 문제에 자릿수마다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고 단계별 구분된 클립 영상들 속 자막과 색상을 서로 연결함으로

써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연구 절차

  가. 실험 기간

 

 본 연구는 3명의 연구 대상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M중학교에서 일대

일 개별교수의 형태로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주 동안 이

루어졌다. 실험처치는 매주 1-3회, 8주간 총 14회기에 걸쳐 실시했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실험 기간 및 회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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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3, B:6, C:11)

중재 2021.9.27. - 11.18. 14

유지 2021.11.4. - 11.29. 3

 나. 실험 장소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 후 A, B, C 학생이 

속한 특수학급 교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중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COVID-19)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 소독제, 체온계, 물티슈 등을 배치하고 발열체크, 손 소독, 마

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확보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의 책상에는 

수업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교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트리거 이미지 

판을 배치해 놓았으며, 학생과 교사가 1:1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다. 중재자 특성

 중재 실시자는 만 35세 남성이며,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7

년의 중등특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 1인이다.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소속 석사과정 연구생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난독증, 학습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 스마트 교육 관련 

공모전 및 공개수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교재 개발 등 다수의 연구

에 참여하였다.

 라. 실험 절차

  

 1) 기초선

 

 대상 학생들의 곱셈과 나눗셈 연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재를 제공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초선 기간 동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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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인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선 자료 수집을 위해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수학 

검사(BASA-MATH)의 기초평가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기초선 검사는 

전부 연구자와 학생 간 1:1로 실시되었으며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 

방법에 따라 학생 A, B, C는 모두 각자 다른 기초선 측정 기간을 거쳤

다. 기초선 안정 여부는 과제 수행률이 연속 3회기 동안 15% 이상의 상

승률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측정되었다. 수학과에 대한 학습태도검사는 

중재 시작 전, 중재 종료 후에 각각 1번씩 실시하였다.

 2) 증강현실 프로그램 사용 훈련 단계

 학생이 스스로 증강현실 프로그램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기 전 증강현실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용방법 훈련은 Adams & Engelmann(1996)이 제시한 

‘Model-Lead-Test’ 과정에 기반하여 연구자와 학생이 1:1로 진행하였

다. ‘Model-Lead-Test’ 과정대로 연구자가 학생에게 앱을 사용하는 방

법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장착된 카메라로 목표물을 스캔

하는 방법을 모델링 하였으며, 그 후 학생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보조하였다. 만약 학생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용과 앱을 활용하

는데 문제를 보일 경우 정확한 사용법을 다시 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연구 대상 모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앱을 

활용하여 스캔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진행하였다.

 3) 중재

 비디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곱셈과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7단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2회기로 8주간 총 14회기의 중재로 구

성되어 매주 1~3회, 1회당 45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직접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중재 전 교사용 지도안을 숙지하여 활동 안내와 설명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과정은 활동 1에서 각 단계

에 해당되는 개념 설명을 하고, 활동 2에서는 연구자와 함께 모델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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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여 함께 풀어보기, 활동 3에서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았다. 각 회기마다 활동이 모두 끝나고 정리 

단계에서 학습목표를 습득했는지 연산 수행평가지를 통해 알아보고, 단

계별 2차시마다 중재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BASA-MATH의 형성평가

로 진전도를 파악하였다. 

 4) 유지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곱셈과 나눗셈 연산 능력이 중재 후

에도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지 검사는 

총 3회 실시되었으며 중재 종료일의 일주일 후부터 주 1회 3주 동안 기

초선 단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BASA-MATH의 기초평가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5. 자료 수집 및 결과 처리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곱셈, 나눗셈 연산 능력과 

수학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

집한 후 결과분석을 하였다.

 

 가. 연산능력의 변화 자료 수집 및 처리

 

 1) 시각적 분석

 기초선, 중재, 그리고 유지기간 동안 곱셈, 나눗셈 연산 능력 측정을 위

하여 BASA-MATH와 연산 수행평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어 응용행동분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인 시각적 분석(Visual analysis)을 사용하여 변화를 확인하였다.

 Copper, Heron, & Hward(2007)은 시각적 분석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행동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

화한 경우에도 사회적 유의성 측면에서의 변화가 충분히 탐지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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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임상적 및 교육적 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독립변인들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셋

째, 중재의 효과 외에도 자료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점검하여 변동성의 

원인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통계적인 분석에 비해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이다. 개인별 자료 양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융통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이소현 외, 2000). 

 시각적 분석은 실험조건 내의 자료 분석과 실험조건 간의 자료 분석으

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이소현 외, 2000; 신미경, 정평강 2018; 

Kratochwill et al., 2013; What Works Cearinghouse; 송푸름, 2020)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 내의 자료 분석은 ‘데이터의 수준’, ‘경

향’, ‘변화율’ 세 가지로 분석하였고, 실험조건 간의 자료 분석은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분석으로, ‘즉시

성 효과’, ‘비중복 정도’, ‘비슷한 구간 내 데이터의 지속성’ 세가

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조건 내 자료 분석에서의 첫 번째 정보인 ‘데이터 수준’은 구간 

내 자료들의 전반적인 평균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선, 중재, 그리고 유

지 구간 내 자료들의 평균값과 범위를 말한다. 두 번째 ‘경향’은 기초

선, 중재, 그리고 유지 구간 내에서 데이터의 변화 정도를 최적선의 기

울기 값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White와 Haring(1980)이 제시한 반분법

(split-middle)을 통해 경향선을 그려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엑

셀프로그램의 선형 추세선을 활용하여 경향선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변화율’은 기초선, 중재, 그리고 유지 조건 내에서 데이터의 범위와 

표준편차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Gast & Tawney(1984)가 제시한 각 

조건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15% 이내에 데이터가 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80% 미만으로 있을 때는 가변적이라고 기술하였다. 

 실험조건 간의 자료 분석에서는 먼저 첫 번째 정보인 ‘즉시성 효과’

는 중재 구간의 마지막 세 데이터의 평균과 기초선의 마지막 세 데이터

의 평균의 차이 값을 비교하여 그 차이로 나타내었다. 둘째, ‘비중복 

정도’는 기초선과 중재구간 간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비중복되어 있는

지 파악하여 변화의 효과정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PND, 

NAP, Tau-U 값을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비슷한 구간 내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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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은 기초선, 중재, 그리고 유지 기간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 내 ‘수준’, ‘경향’을 분석하여 안정된 기초선 수준을 유지하는

지 알아보았다.

 2) 비중복 자료 비율(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ND)

 Scruggs, Mastropieri, & Casto(1987)가 단일대상연구의 효과 크기를 계

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아직도 많이 사용

되고 있는 효과크기 중 하나이다(Maggin, Briesch, & Chafouleas, 2013). 

이 방법은 가장 높은 기초선 자료점을 초과하는 중재 단계 자료점의 수

를 계산하고, 이 수치를 중재 단계의 전체 자료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

며, 대부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치료를 측정하기 좋은 방법이다

(Scuggs, Mastropieri, 2001). 비율이 70% 이상이면 효과적인 중재로 볼 

수 있고, 50~70% 이면 의문스러운 효과, 50% 이하이면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볼 수 있다(Parker et al., 2011). 하지만 자료의 이상치(outlier)에 대

한 민감성 문제와 PND 값 100%의 해석의 어려움 등의 한계(김은경, 

2012)를 지녀 본 연구에서는 NAP와 Tau-U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3) 모든 쌍의 비중복(Non-overlap of All Pairs: NAP)

  NAP는 기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단계 간 향상을 보여

주는 단계 A와 B 사이의 모든 쌍 비교의 백분율로 해석된다(Parker & 

Vannest, 2009). 즉, PND는 기초선의 경향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

며(신미경, 채수정, 정평강, 2018), IRD(향상율 차이)는 천장 효과의 문제

(Parker, Vannest, 2009)를 나타내지만 NAP는 비회기적 접근이 가질 수 

있는 바닥 및 천장효과에 대한 민감성의 문제를 통제하고 효과 크기의 

변별력이 높다(김은경, 2012). NAP를 구하는 공식은(Pos+.5Xties)/Pairs로 

본 연구에서는 Vannest et al(2016)이 개발한 웹사이트

(http://www.singlecaseresearch.org/calculators/nap)를 통해 값을 산출하였

다. 효과 크기는 .93~1.0이면 큰 효과이며, 중간 효과는 .66-.92, 약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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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0-.65이다(Parker & Vannest, 2009).

4) Tau-U

 Parker(2011)에 의해 단일대상연구 자료 분석을 위한 새로운 지표로 제

안되었으며, 중재 단계 간 비중복과 단계 내 경향을 결합하는 것이다. 

Tau-U는 기초선과 중재 조건 사이에 대상학생의 수행 향상 정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PND 값이 가지고 있는 기초선의 불

안정한 추세를 통제할 수 있고, 신뢰구간과 p값과 같은 통계 효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천장효과를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rker, 

Vannest, Davis, & Sauber, 2011). Tau-U 값을 구하는 공식은 S(‘+’의 

총 개수에서 ‘-’의 총 개수를 뺀 값)를 쌍대비교 총 수로 나눈 값이며 

NAP처럼 웹사이트(http://www.singlecaseresearch.org/calculators/tau-u)에 

점수 자료들을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다. 크기는 -1에서 +1의 범위 값으

로 0.93-1.00을 큰 중재 효과, 0.66-0.92를 중간 중재 효과, 0.00-0.65를 

작은 중재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Parker & Vannest, 2009)

 나. 수학학습태도의 변화 자료 수집 및 처리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사전-사후 설계에 

따라 중재 전·후에 수학과에 대한 학습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점

수를 표와 그래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학학습태도 검사는 40문항으

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기에 전체 점수는 200점이지만 하위 영역별 

문항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결과를 분

석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정도는 아래와 같이 변화율을 계

산하였다. 

                           (사후검사-사전검사)

           변화율(%) = --------------------------- x 100

                                사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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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타당도 평가

 본 연구가 비디오 모델링에 기반한 증강현실 수학 연산 프로그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 타당도 평가를 실시했다. 김은삼(2014)이 직접교

수 프로그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평가 척도를 특수

교육전공 박사과정 1인의 자문을 받아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

로그램 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내용 타당도 측정을 위한 프로

그램 평가 척도는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측정에는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2인, 중학교 수학교육전공 교사 1인이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본 수학 연산 교수에서 사용하는 교

사용 지도안, 교재, 증강현실 트리거 이미지 판, 연산 수행평가지, 그리

고 각 단계별 학습목표를 참고하여 평가한 결과 96.00%였다. 곱셈 나눗

셈 증강현실 프로그램 지도안 예시는 [부록 6]와 [부록 7]에 있다.  

라. 중재 충실도 평가

 

 본 연구가 계획대로 중재를 충실히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충실

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재충실도 체크리스트는 김은삼(2015)이 제작한 

중재충실도 평가지를 활용하여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1인의 자문을 받

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의 동

의를 받고, 녹화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중재가 충실히 진행되었는지 

평가하였다. 중재 충실도는 각 학생마다 중재 14회기의 30%인 4회기 실

시하였다. 중재충실도 평정은 중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특수교육전공 대

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2인이 연구자가 중재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보며 중재가 과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요소는 중재 수행과 관계있는 10개 항목을 각각 3점 척도로 평가하고 백

분율로 산출하였다. 중재충실도 결과 학생 A의 중재충실도는 95.00%, 학

생 B의 중재충실도는 95.00%, 학생 C의 중재충실도는 100%로 전체 평균

은 96.67%로 나타났다.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는 <부록 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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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 중재 목표와 결과가 수학 연산능력 및 수학학습태도에 미

치는 효과와 중재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에 대해 특수교사, 

연구 대상자 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검사는 송푸름(2020)이 즉시세기 기반 수감각 교수의 사회적 타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역은 중재 필요성 및 목표, 중재를 통한 종속 변인

의 효과성 등 3점 리커트 척도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과 학

생용 모두 중재가 끝난 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

한 간단한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였다. 교사용과 학생용 설문지는 각각 

[부록 9], [부록 10]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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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중학

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수학 연산능력에 미치는 효과

 

  가. BASA-MATH 검사 결과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수학 연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여 기초선, 중재, 유지의 결과를 분

석하였다. 중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1차시마다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평가지와 2차시마다 BASA-MATH 수학 유창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선 기간 동안 각 학생은 학교 수학교과 시간 외에 추가적인 기초학

습이나 다른 수학 사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은 채 BASA-MATH 기초평가 

검사만 받았다. 중재 기간에는 대상 학생마다 8주간 주 1~3회씩 총 14회

기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유지검사는 마지막 중재 종료 후 일주일 간격

으로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총 3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인 변화의 시각적 제시를 위해 이소현 외(2000)의 그래프 작성 기준에 

따라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결과의 시각적 분석을 위해 조건 

내 분석(데이터 수준, 경향, 변화율)와 조건 간 분석(즉시성 효과, 비중복 

정도, 비슷한 구간 내 데이터의 지속성)을 실시하였으며 비중복 정도는 

PND, NAP, Tau-U 값을 제시하였다. NAP와 Tau-U의 경우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Z 점수, 유의확률과 90% 신뢰구간(CI)이 동일하기 때문에 

Tau-U값으로 1번만 표기하였다. 또한 유의확률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

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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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학 유창성 변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학 유창성은 “연산의 속도와 정확성”이다(홍

성두 외, 2006). BASA-MATH 수학 유창성 검사의 수행 수준은 <표 IV-1>

에 제시되어 있으며 총점의 변화는 [그림 IV-1]의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

었다. 기초선, 중재, 유지 기간의 각 자료점의 수(평균, 표준편차 등)와 

경향, 즉시성효과, 데이터 비중복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수학유창성 변화 양상을 살펴볼 때, 참가자 3명 모두 

중재기간 동안 수학유창성이 향상되었다.

 (1) 학생 A

 기초선 구간에서 학생 A의 BASA-MATH 검사 총점은 평균 23.67(범위 

22~25, 표준편차=1.53)이고 경향선 기울기가 0.5로 살짝 증가하는 방향이

지만 모든 데이터가 안정성 범위 내에 있어 조건 내 변화율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중재를 투입하였다.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

강현실 프로그램 적용 후 즉시성 효과는 8.00으로 중재 투입 후 

BASA-MATH 검사 총점이 세 학생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재 조건에

서 학생 A의 평균은 40.14(범위 28~52, 표준편차 9.37)로 기초선과 비교

했을 때, 평균 16.47점 향상되었다. 학생 A의 수행 수준의 변화율은, 조

건 내 데이터의 80% 미만인 57.14%만 안정성 조건 범위 내에 있으므로, 

가변적이며, 경향선 기울기가 4.04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즉 중재를 2회 실시할 때마다 학생 A의 BASA-MATH 검사 총점은 

4.04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실험 조건 간 분석 중 ‘비중복 정도’를 살펴보면, 기초선과 중복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PND값=100%, NAP와 Tau-U값=1.00으로 효과크기가 

매우 큰 수준이고(Parker et al., 2009),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인 것

으로 나타났다(CI 90%= [0.313, 1.00], p < .05). 유지 기간에는 평균 

44.33(범위 44~45, 표준편차=0.58)로 일관된 경향(기울기=0)을 보여 조건 

내 변화율은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선에 비해서 평균 20.66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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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 학생B 학생C

기초선

24 15 5

22 15 5

25 11 1

14 4

15 5

13 2

4

3

6

7

5

2

4

중재

28 17 6

37 21 6

30 17 9

40 20 10

43 24 13

51 29 14

52 25 13

유지

44 24 15

45 28 13

44 25 13

<표 IV-1> BASA-MATH 수학유창성 점수



- 45 -

[그림 IV-1] 수학유창성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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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학생A 학생B 학생C

수준

기초선

평균 23.67 13.83 4.08

중위수 24.00 14.50 4.00

범위 22~25 11~15 1~7

표준편차 1.53 1.60 1.71

경향 0.50 -0.20 0.20

중재

평균 40.14 21.86 10.14

중위수 40.00 21.00 10.00

범위 28~52 17~29 6~14

표준편차 9.37 4.41 3.34

경향 4.04 1.68 1.46

유지

평균 44.33 25.67 13.67

중위수 44.00 25.00 13.00

범위 44~45 24~28 13~15

표준편차 0.58 2.08 1.15

경향 0 0.50 -1.00

즉시성효과 8.00 4.33 3.33

PND
중재 100% 100% 71.44%

유지 100% 100% 100%

NAP
중재 1.00 1.00 0.96

유지 1.00 1.00 1.00

Tau-U

중재

Tau 1.00* 1.00** 0.93**

Z 2.39 3.00 3.36

P 0.0167 0.0027 0.0008

CI 90% 0.313<>1 0.452<>1 0.478<>1

유지

Tau 1.00* 1.00* 1.00**

Z 1.96 2.32 2.62

P 0.0495 0.0201 0.0087

CI 90% 0.162<>1 0.292<>1 0.373<>1

<표 IV-2> 대상학생별 수학유창성 수행수준 분석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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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PND값=100%, NAP, Tau-U값은 1.00으로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CI 90%= [0.162, 1.00], p < .05). 

 (2) 학생 B

 

 학생 B의 BASA-MATH 기초선 검사 총점은 평균 13.83(범위 11~15, 표

준편차=1.60)으로 기초선 조건 내 경향은 소폭 감소하는 방향(기울기

=-0.20)에 모든 데이터가 안정성 범위 내에 있어 조건 내 변화율이 안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A의 독립변인에 대한 효과가 3회기 이상 안

정적으로 나타나 학생 B에게 중재를 투입하였다. 

 중재 조건에서 즉시성 효과는 4.33점이며 학생 B의 평균은 21.86(범위 

17~29, 표준편차=4.41)로 기초선 조건과 비교했을 시, 평균 8.03점 향상되

었다. 학생 B의 기울기는 1.68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학생 B에게 중재가 2회 실시될 때마다 BASA-MATH 검사 총점이 

1.6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조건 내 변화율은 조건 내 데이터

의 80% 미만인 57.14%만 안정성 조건 범위 내에 있으므로 가변적인 것

으로 보였다. 

 조건 간 분석을 통해 ‘비중복 정도’값을 살펴보면, 기초선과 중첩되

는 자료가 없어 PND값=100%, NAP값=1.00으로 효과크기가 매우 큰 수준

이며, Tau-U값 역시 1.00으로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CI 90%= [0.452, 1.00], p < .01). 유지 기간에는 평균 

25.67(범위 24~28, 표준편차=2.08)으로 소폭 향상하는 경향(기울기=0.5)이

며, 조건 내 변화율은 안정적이었다. 기초선에 비해서 평균 11.84점 향상

되었고, PND값=100%, NAP, Tau-U값=1.00으로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I 90%= [0.292, 1.00], p < .05). 

 (3) 학생 C

 학생 C의 BASA-MATH 기초선 검사 총점은 평균 4.08(범위 1~7, 표준편

차=1.71)로 기초선 구간 내 경향은 다소 증가하는 방향(기울기=0.20)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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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변화율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61%로 나타나 80%의 자료가 15%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해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소현 외

(2000)와 Richards et al.(1997)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수치는 표준화된 방법

은 아니므로 자료의 안정성과 평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회기 간 길이, 

행동의 특성, 종속변인의 친숙도 등을 고려한 상황에서 자료의 안정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기 간 길이가 학생 A와 B보다 길고 

특별한 문제 행동 없이 연산 문제에 대해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기에 안

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 B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3회기 이상 안정

적으로 나타나고 같은 구간 내 학생 C의 기초선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

되었기에 학생 C에게 중재를 투입하였다. 학생 C의 즉시성 효과는 평균 

3.33점이며, 중재 조건 동안 학생 C의 평균은 10.14(범위 6~14, 표준편차

=3.34)이고 경향 기울기가 1.46으로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즉 학생 

C에게 중재가 2회 실시될 때마다 학생 C의 BASA-MATH 검사의 총점은 

1.46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안정성 범위 내 데이터의 비율이 28%

로 중재 조건 내 변화율은 양의 방향으로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건 내 분석을 통해 비중복 정도를 살펴보면, 기초선과 중첩되는 데이터

가 2개 존재했지만, PND값=71.44%, NAP값=0.96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tau-U값은 0.93으로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CI 90%= [0.478, 1.00], p < .01). 유지 기간에는 

평균 13.67(범위 13~15, 표준편차=1.15)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기울기

=-1.00)을 나타냈으며, 조건 내 변화율은 안정적이었다. 기초선에 비해서 

유지 검사 결과 평균 9.59점 향상되었고, PND값=100%, NAP와 Tau-U값 

모두 1.00으로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I 90%= [0.373, 1.00], p 

< .01).  

 (4) 비슷한 구간 내 데이터의 지속성

 학생 A, B, C의 기초선 구간 내 데이터의 지속성의 경우 A와 B는 음의 

방향으로 모든 데이터가 안정적이었으며 C의 경우 양의 방향으로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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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였지만 회기 간 길이, 행동의 특성, 종속변인의 친숙도 등

을 고려했을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보았다. 중재 구간 내 

데이터의 지속성의 경우 학생 A, B, C 모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가

변적인 추세를 보여 독립변인에 대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구간 내 데이터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학생 세 학생 모두 데이터가 

안정적이었으며 독립변인에 대한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나.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평가지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학나침반 교재의 구성을 따라 (두 자릿수 X 한 자릿

수), (세 자릿수 X 한 자릿수), (두 자릿수 X 두 자릿수)의 곱셈 3단계와 

(몇 십 ÷ 한 자릿수),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릿수 ÷ 한 자릿수), (나머지

가 있는 두 자릿수 ÷ 한 자릿수), (나눗셈 계산 결과 확인하기)의 나눗

셈 4단계로 총 7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2회기씩 지도하였다. 연산 수

행평가지는 학생들이 그날의 중재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형성평가로 매 회기별 중재 후 실시되었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1

점으로 점수를 계산하였다. 각 단계별 연산 수행평가지 점수의 변화는 

[그림 IV-2]과 같다.

 그 결과 학생 A의 경우 모든 형성평가에서 10점이나 9점을 획득하여 

회기별 목표를 거의 완벽하게 달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학연산 

수행평가지는 BASA-MATH 검사와 다르게 시간제한이 있는 검사는 아니

었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과제를 완수하는데 체감되는 시간이 짧아져  

속도면에서도 향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 B의 경우 모든 형성평가에서 점수대가 6~10점 분포하였다. 단계별

로 살펴보면 곱셈 단계에서는 6~8점을 획득하여 낮은 성취를 보였는데 

특히 (두 자릿수 X 두 자릿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6점을 획득했다. 

나눗셈 단계에서는 8~10점을 획득했고 틀린 문제들도 단순 뺄셈 오류로 

인해 감점된 것으로 나타나 회기별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음을 보여주었

다. 낮은 성취를 보였던 결과는 중재 초반에 학생 B의 학습된 무기력으

로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했고, (두 자릿수 X 두 자릿수)에서 자릿수 맞

추기, 받아 올림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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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대상 학생들의 각 단계별 연산 수행평가지 결과



- 51 -

재가 계속되면서 나눗셈 단계부터는 정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생 C의 경우 모든 형성평가에서 점수대가 5~10점으로 분포하여 세 

학생 중 가장 낮은 성취를 나타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곱셈 단계에서

는 5~9점을 획득하였고 학생 B와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X 두 자릿수)에

서 가장 낮은 점수인 5점을 획득했다. 나눗셈 단계에서는 7~10점을 획득

하여 중재목표를 달성한 회기도 있었으며 곱셈 단계와 비교했을 때 비교

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학생이 풀었던 연산 수행평가지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곱셈과정에서 구구단을 잘못 암기했거나, 받아 

올림을 수를 써놓고 반영하지 않는 오류, 자릿수 오류, 덧셈 과정에서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C의 경우 다른 두 학생과는 다르

게 아직 반구체물 단계에 머물러 있어 덧셈과 뺄셈 계산 시 동그라미를 

그려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있었다. 학생 B와 마찬가지로 중재 초반에는 낮은 성취를 보였지만 나눗

셈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비교적 향상된 점수 결과를 보였다. 

 단계 중 (두 자릿수 X 두 자릿수)에서 학생들은 가장 많은 오류를 보였

다. 이는 다른 곱셈의 단계보다 여러 과정을 거치고 받아 올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자릿수 맞추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덧셈의 

오류도 같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불어 학습 과정에서는 색깔 힌트와 자

릿수를 맞추기 위한 보조선이 사용되었는데 형성평가에서는 이러한 과정

이 생략되고 문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 학생 모두 중재 후반부로 갈수록 중재 초반보다 향상되는 모

습을 보여 중재 목표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학습태도 검사지를 이

용하여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연구 대상 3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

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연구자가 풀어서 설명을 해준 후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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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점수 사후검사 점수 변화율(%)
학생 A 41.50 71.00 71.08
학생 B 46.50 75.00 61.29
학생 C 52.00 67.50 29.80
평균 46.67 71.17 54.06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수학학습태도 검사의 총점은 200점이지만 이해하

기 쉽도록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수학학습태도 점수 변화의 

결과는 <표 IV-3>, [그림 IV-3]과 같다. 학생 A의 경우 사전 41.50점에서 

사후 71.00점으로 71.08%의 변화율을 보여 세 명 중 가장 큰 향상이 있

었다. 학생 B의 경우 사전 46.50점, 사후75.00점으로 61.29%의 향상을 보

였으며, 학생 C는 사전 52.00점에서 사후 67.50점으로 29.80%의 향상 정

도를 나타냈다. 전체 대상 학생들의 검사 점수로 보았을 때 평균 54.06%

정도의 향상이 있었다.

<표 IV-3> 각 학생별 수학학습태도 점수 변화

(총점: 100점)

[그림 IV-3] 학생별 수학학습태도 점수의 변화



- 53 -

 수학학습태도를 3개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IV-4>, 

그림 [IV-4]와 같다.

<표 IV-4> 수학학습태도 검사의 하위 요인별 점수 변화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교과에 대한 태도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사전 사후 변화(%) 사전 사후 변화(%) 사전 사후 변화(%)

학생A 54.00 70.00 29.63 33.33 73.33 120.00 41.33 69.33 67.75

학생B 48.00 74.00 54.17 50.66 76.00 50.00 41.33 74.66 80.64

학생C 42.00 68.00 61.90 60.00 66.66 11.10 50.66 68.00 34.23

평균 48.00 70.67 48.57 48.00 72.00 60.37 44.44 70.66 60.87

[그림IV-4] 하위 요인별 점수 변화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의 총점은 50점이고 교과에 대한 태도 영역

과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영역의 총점은 각각 75점이지만, 각 영역별 점

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은 학생 3명의 평균점수가 사전검사에서 48

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 70.67점으로 48.57%의 향상을 보였다. 교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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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 영역은 평균점수가 사전검사에서 48.00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

서 72.00점으로 60.37%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영

역은 평균점수가 사전검사에서 44.44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 70.66점으

로 60.87% 향상되었다. 

 이처럼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지적장애학생의 수학학습태도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학생마다 효과 차이는 있지만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변화율=60.87%)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과에 대한 태도(변화율

=60.37%),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변화율=48.57%) 순으로 나타났다. 수학

학습태도에서의 변화를 연구 대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생 A

 학생 A의 수학학습태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의 변

화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학생 A의 수학학습태도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

영역 하위요인 사전 사후 변화율(%)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50점)

우월감-열등감 14 17 21.43

자신감 13 18 38.46

교과에 대한 태도

(75점)

흥미 11 16 45.45

목적의식 7 21 200.00

성취동기 7 18 157.14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75점)

주의집중 17 20 17.65

자율학습 6 15 150.00

학습기술 적용 8 17 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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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의 경우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에서 사전검사 결과 27점이었

으나 사후검사에서 35점으로 향상되었다. 하위요인에서는 자신감이 

38.46%로 변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우월감-열등감(21.43%) 순으로 나타났

다. 자신감 요인 관련 ‘나는 수학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

다.’는 문항에서 ‘보통이다’로 응답하였지만 사후검사에서는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우월감-열등감 요인 관련 ‘나는 앞으로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응답했지만 사후검사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여 우월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에 대한 태도 영역은 사전검사 결과 25점에서, 사후검사 55점으로 

학생 A의 세 가지 영역 중 가장 크게 향상된 영역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목적의식(200.00%)과 성취동기(157.14%)에서 특히 큰 향상이 있

었다. 목적의식 요인 관련 문항인 ‘나는 수학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려

고 한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취동기 관련 ‘나는 수학시험을 본 

후에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

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항상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흥미 

요인 관련 문항에서는 ‘수학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고 수학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으며 기다려진다’고 응답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영역은 사전검사에서 31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

서 52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향상된 영역이었다. 특히 자율학습(150.00%)

과 학습기술 적용(112.50%)에 큰 향상이 있었는데, ‘나는 수학시간에 배

운 것을 복습 한다’ 등 자율학습 요인 관련 문항에서 사전에 ‘전혀 그

렇지 않다’로 응답했으나 사후에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나는 수학시간이 끝난 후 그 시간에 배운 것들을 머

릿속에 정리해본다’ 등 학습기술 적용관련 문항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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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A의 경우 3명의 연구 대상 중에서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 둘 

다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이었다. 중재 초반 연구자와 상담에서 수학은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며 어려운 과목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중재가 계속될

수록 본인의 향상되는 실력에 흥미가 생기고 중재 시 모르는 것이 있으

면 연구자에게 바로 질문하며 물어볼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학학습태도 검사지의 ‘교과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시험을 본 후에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 ‘나는 수학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려고 한

다’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A가 곱셈 나눗셈 형성평가에서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재

에서 계속된 높은 점수 획득이 학생의 흥미, 목적의식, 그리고 성취동기

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나. 학생 B

  학생 B의 수학학습태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의 

변화는 <표 IV-6>과 같다.

 학생 B의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24점이었으

나 사후검사에서 37점으로 향상되었다. 하위요인들에서 자신감의 변화율

이 가장 높았으며(66.67%), 우월감-열등감(4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나는 수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나는 수학시험에서 좋은 점

수를 얻을 수 있다’와 ‘나는 수학공부만큼은 잘 할 수 있다’는 문항

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여 수학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에 대한 태도 영역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38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

서는 57점으로 향상되었다. 하위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목적의식

(69.23%)의 변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흥미(63.64%), 성취동기(21.43%)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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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학생 B의 수학학습태도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

영역 하위요인 사전 사후 변화율(%)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50점)

우월감-열등감 12 17 41.67

자신감 12 20 66.67

교과에 대한 태도

(75점)

흥미 11 18 63.64

목적의식 13 22 69.23

성취동기 14 17 21.43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75점)

주의집중 16 20 25.00

자율학습 5 16 220.00

학습기술 적용 10 20 100.00

로 나타났다. 목적의식 요인의 경우 가장 크게 향상하였는데 특히, ‘나

는 수학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변화가 뚜렷한 문항이었다. 흥미 요인

에서는 ‘수학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는 문항에 ‘대

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취동기 요

인의 경우 ‘나는 수학시험을 본 후에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는 문항

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영역은 사전검사 31점에서 56점으로 학생 B의 

세 영역 중 가장 큰 향상이 있었던 영역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율학습(220%), 학습기술 적용(100%), 주의집중(25%)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학습’ 요인의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한

다’ 문항과 ‘학습기술 적용’ 요인의 ‘나는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확

실히 알고 넘어간다’, ‘주의집중’ 요인의 ‘나는 수학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문항들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점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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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B는 중재 초반에 연구자와 상담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배운 적이 

없으며, 중재 영역을 덧셈과 뺄셈으로 바꾸면 안 되는지 물어봤을 만큼 

곱셈과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탓인지 중재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고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중재

가 계속되면서 프로그램에 점점 익숙해지고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적용하

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B의 경우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영역에서 가장 

높은 변화를 나타냈는데, 특히 ‘나는 수학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하

지 않는다’, ‘나는 수학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초반에 집중하지 못하던 모습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주의집중 시간이 향상되고 배웠던 학습 기술을 일반화하여 적용

하는 모습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학생 B는 자신감과 

목적의식에서도 큰 향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수학시간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수학공부만큼은 잘 할 수 있다’, ‘나는 수학공부

를 많이 하고 싶다’고 응답하며 중재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 학생 C

 학생 C의 수학학습태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의 변

화는 <표 IV-7>과 같다. 

 학생 C의 경우,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이 사전검사 21점에서 사후

검사 34점으로 세 영역 중 가장 큰 향상을 보였다. 하위 요인별 살펴보

면 우월감-열등감 요인의 변화율이 77.78%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50%) 요인 순이었다. 우월감-열등감 요인에서는 ‘나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점수가 향상했으며, 자신감 요인에서는 ‘나는 앞으로 수학과목에서 좋

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문항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

로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교과에 대한 태도 영역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45점이었으나 50점으로 소

폭 향상되었다. 하위요인별로 변화율을 살펴보면 성취동기(15.38%),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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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7> 학생 C의 수학학습태도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

영역 하위요인 사전 사후 변화율(%)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50점)

우월감-열등감 9 16 77.78

자신감 12 18 50.00

교과에 대한 태도

(75점)

흥미 14 16 14.29

목적의식 18 19 5.56

성취동기 13 15 15.38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75점)

주의집중 17 19 11.76

자율학습 10 16 60.00

학습기술 적용 11 16 45.45

(14.29%), 목적의식(5.56)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요인 관련 ‘나는 

수학시험을 본 후에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흥미 요인에서는 ‘나는 수

학시간이 지루하다’ 문항에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여 교과에 대한 흥미 및 성취동기로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영역은 사전검사에서 38점을 받았지만 사후검사

에서 51점으로 향상되었다. 하위요인에서는 자율학습 요인이 60%로 변

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기술 적용(45.45%), 주의집중(11.76%)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학습 요인에서는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한다’는 문항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다’

고 응답했으며, 학습기술 적용 요인에서는 ‘나는 수학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

다’고 응답하여 점수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 C는 중재 전 수학 교과에서 상당히 낮은 성적을 보였고, 중재 결

과도 수학연산과 수학학습태도에서 세 학생 중 향상 수준이 가장 낮았

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연구 대상 세 학생 중 수학학습태도 검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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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점수가 크게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

에 교과에 대한 태도에서 소폭 향상되는데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재 

시에도 학생 A, B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덧셈과 뺄셈에서 반구체물 단계

에 머물러 있어 계산 시 시간이 더 걸리고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

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푸는 모습은 중재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가 줄어 형성평가에서 정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결과가 학생 C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수학학습태도에서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영역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였는데, ‘나는 수학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

다’와 ‘나는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하며 중재 이후 수학

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사회적 타당도

 본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의 사회적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Horner 외(2005)가 제안한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지표와 국내 수학 

중재 선행연구들의 특성들을 기반으로 송푸름(2020)이 개발한 사회적 타

당도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교사용의 경우 중재

가 이루어지기 전 연구 대상의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실시하였으며, 학

생용의 경우 중재를 실시한 학생 3명에게 모든 중재가 끝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는 교사용의 경우 전체 응답 점수를 만점으로 나

눈 후 100을 곱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타당도는 93.33%로 나타났으

며, 학생용의 경우 전체 응답 점수를 만점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후 분

석한 결과, 95.56%의 사회적 타당도가 나타났다. 설문 외에도 중재 종료 

일주일 후 유지기간에 학생 A, B, C와 특수교사 1인을 대상으로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인터뷰를 1회 실시하였다. 먼저 특수교사의 경우 특수학급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주 관찰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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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먼저 진행했다. 특수교사는 학생 A, B, C의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 

정도가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생 A의 경

우 수학 시간에 잦은 계산 실수가 있었지만 그 오류 빈도가 확연히 줄었

으며, 학생 B의 경우 학생 C에게 경쟁의식을 느껴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C는 수학 시간을 싫어하는 학생이었는데 흥미가 생긴 것으로 보이

며,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문제집과 알려주었던 계산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모습이 학교 수업시간과 가정에서도 관찰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프로그램 시작 시 학생들과 라포 형성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학

생들은 모두 수학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며 그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재 이후 수학학습태도 검사에서 나타

난 것처럼 학생들은 향상된 실력에 자신감과 흥미가 생겼다. 학생 A는 

“곱셈, 나눗셈 계산 과정에서 푸는 순서가 헷갈렸던 적이 많았는데, 실

수가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핸드폰으로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배우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계산과정에서 실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뿌듯함

과 더불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비디오 모델링 프로

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및 일반화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생 B는 

“핸드폰으로 찍고 보고 푸는 것이 재밌었어요. 곱셈, 나눗셈은 어려워

서 문제를 푼 적이 없었는데, 문제도 많이 풀고 정답도 맞춰서 칭찬을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라고 대답했다. 학생 B는 프로그램 초반 수학에 

대한 잦은 실패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던 것에 반해 프로그램 종료 시

점에는 곱셈, 나눗셈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학생 C는 “수학

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선생님과 공부하고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수학이 조금은 재밌어졌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면서 푸니 도

움이 많이 되었어요.” 라고 향상된 자신감과 증강현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본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

실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주면서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음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62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지적

장애 학생의 수학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곱셈과 나눗셈 연산에 

어려움을 보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단일대상 연구의 대

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사용하여 14회기의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

으며, BASA-MATH, 곱셈 나눗셈 연산 수행평가지, 그리고 수학학습태도 

검사를 이용하여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

과 지적장애학생의 수학 연산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과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산능력의 변화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 교수는 중학교 1

학년 지적장애학생의 수학 연산능력을 유의하게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기초선 및 중재기간 초

반에는 덧셈인데 뺄셈을 하거나, 뺄셈인데 덧셈을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오류, 연산방법은 맞지만 계산을 잘못하는 계산상의 오

류, 받아 올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받아 올림 

오류, 답을 잘못된 자리에 쓰는 자릿값의 오류를 보이고 유창성이 떨어

져 2분의 시간 동안 몇 문제 풀지 못하는 현상 등을 보였다. 이는 지적

장애학생들이 지적능력의 결함과 연산 기호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

해하기 힘들어 기초연산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김영임, 김은경, 2010)는 

선행연구와 정확도와 처리속도가 요구되는 수학의 특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연산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숙지하기 못해 연산 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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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려움을 보인다(신현기, 2006)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중재가 계속될수록 연산기호를 먼저 파악하고 과제분석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 색깔 힌트, 자릿수 보조선, 그리고 

도형 기호 등을 활용하여 받아 올림과 자릿수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향상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연산을 지도할 

때 단순히 기계식 암기보다 지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동을 포함하여 교수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선행연구(김영임, 김은경, 

2010; 최혜승, 김의정,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학생 A, B, C에서 나타

난 연산능력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면, 기초선 대비 중재 기간의 

Tau-U값은 학생마다 효과크기의 차이가 존재하긴 했지만 학생 A와 B는 

1.00(A=p < .05, B=p < .01), 학생 C는 .96(p < .01)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기간에도 기초선 대비 Tau-U 값이 세 학생 모두 

1.00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 연산능력의 긍정적인 변화는 국내 지적장애학생

에게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선행연구(명문영, 2014, 조지은, 2016, 

한은실, 2017; 김효진, 2019), 비디오 모델링 중재의 효과크기가 크다는 

선행연구(이성용, 김진호, 2019), 증강현실 교육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를 

높여주고(이윤우, 한경근, 2018; 유명현 외, 2018) 지적장애학생들의 교수

적 목표에 적합한 실제와 흡사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안

예지, 이미지,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특정학습장애 중학생을 대

상으로 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한 중재 후 연산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인 

국외 선행연구(Kellems et al., 2020)와 상통하는 결과로 국내 지적장애 

중학생에게도 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한 중재가 연산능력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수학학습태도의 변화

 연구 대상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

현실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를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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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생 3명은 수학학습태도 사

전-사후 검사 결과 각각 71.08%, 61.29%, 29.80%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수학학습태도 검사의 하위 영역 중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교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 세 영역에서 모두 향상을 나타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증강현실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

이고(김서진, 이예경, 2018), 학습 몰입을 촉진시키며(전영화, 이정민, 

2015),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학습 태도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김

창복, 김경, 2011)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중학교 1학년 지

적장애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1인칭 시

점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함께 활용했다.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 중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요구에 맞춘 시점에서 다양한 교수 제공이 가능하고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등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증강현실 기법은 복잡한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기기

의 앱을 활용하여 쉽게 비디오 제작 및 시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은 활동1과 2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을 활동3의 비디오 영상을 통해 

반복해서 복습하고 숙달하게 됨에 따라 반복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

소시키고 성취 수준이 향상되면서 성공에 대한 경험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비디오 모델링은 목표행동이 촬영된 모든 단계의 전체 영상을 중

단 없이 보고 난 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방해야 하고

(Cannella-Malone et al., 2006), 영상 재생을 위한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

다. 하지만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앱을 활용한 증강현실 기법은 특별

한 장비 없이 비디오 촉진(video prompting) 방식으로 목표 행동을 개별 

단계로 나누어 비디오 클립으로 구성한 다음 학습자 개개인에 맞게 특정 

단계가 능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긴 비디오 시청이 힘든 장

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Cannella-Malone et al., 2006; Band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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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수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은 모

르는 특정 부분만 시청하여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즉각적인 피드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이

러한 측면은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된 무

기력과 수학학습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Haylock, 1991). 중

재 도입 전 연구자와 상담에서 학생들은 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며 

어렵게 느껴진다고 대답했으며, 사전 검사와 중재 초반에도 연산 문제 

해결 시 본인이 쓴 정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만 어렵

다고 느껴지면 금방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에 점점 적응하고 모르는 문제에 대

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숙달되고 점수가 향상되면서부터 성적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등 교과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취동기 등이 향상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수학학습태도 검사 결과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연구를 옆에서 관찰했던 특수교사로부터도 들을 수 

있었다. 특수교사는 평소에 세 학생 모두 실패기대감이 커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일단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못해요’말들을 반복하며 

항상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학급 수업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학습태도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였고, 학생들 역시 수학이 제일 싫은 

과목에서 재미있는 과목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적 

연산 능력 향상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칭찬과 보

상과 같은 강화물과 색깔 및 도형 힌트, 자릿수 보조선과 같은 시각적 

단서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특히 모든 활동에 칭찬과 보상과 같은 강화

물을 제공하였고 언어 및 신체적 촉구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릿수와 받

아 올림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에 세로선

을 그어 힌트를 제공하거나 같은 자릿수에 있는 수끼리 색깔과 도형으로 

표시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목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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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학생의 목표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인

지적 능력 때문에 독해력에 의존한 학습이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는 시청각적 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안예지, 이미지

(2020)의 연구와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촉구 및 강화와 같은 다른 절차

들과 함께 중재 패키지로 적용되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전은지(2020)

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학생들의 주의집중과 학습

기술 활용에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특수교사는 학생 C가 가정과 학교에

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던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여 학습하고 있다

고 사후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기술

(technology)의 사용이 학생의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Okolo, 1992; Ok & Bryant, 2016)와 

일치하며, 증강현실 기법의 사용이 장애학생들의 낮은 학습 동기, 흥미, 

및 몰입도의 증진을 돕고, 흥미와 동기는 학업 관련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에 학업 향상을 가져온다는 선행연구(Tokan & 

Imakulata,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국내 증강현실 기반 중재연

구에서 증강현실 기반 중재가 학습태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김우리, 옥민욱(2019) 연구와 장애학생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교수전

략들을 증강현실과 함께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학습태도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공학 사용 자체가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공학 기반 중재 프로그램에 사용된 효과적인 교수전략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Vrasidas & Glass(2010)의 선행연구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중재가 지적장애학생

의 수학 교과에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지적장애 학

생의 교육에 증거기반 실제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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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실험의 연구 대상은 인천의 M중학교 1학년 지적장애 학생 3

명을 대상으로 단일대상연구설계 중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적용하

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비디오 모델링 중재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

에 단일 대상 연구 방법이 적합하지만(정은혜 외, 2012), 그 효과성을 일

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학교급과 다른 장애유

형 및 다수의 조건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지만, 활동 1

에서 교수적 설명과 활동2의 일반적인 모델링 중재, 그밖에 강화와 촉구 

등 다른 절차들과 함께 적용하여 교수하였기 때문에 증강현실 프로그램 

단독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는 비디오 모델링이 단독으로 활용될 때보다 강화와 촉구와 같은 여러 

중재 전략이 함께 사용되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Ezzeddine, 

DeBar, & Reeve, 2020; 전은지, 2020)와 증강현실 기반 중재와 전통적인 

중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증강현실 기반 중재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장

애학생의 학업 성취 및 학습 태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이태수, 류재연, 2014; Bryant et al., 2015)로 인해 해당 방식을 활

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중재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단독 효

과만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재 후 유지 검사 기간까지 

1주의 시간만을 두고 체크하였다. 즉, 유지 검사에서도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기간의 유지 효과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주

의를 요한다. 보다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하여 지연된 사후검사 및 

일반화 검사를 통해 수행 수준이 유지되는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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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종속변인을 다양한 수

학 영역 중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 능력만으로 한정하였다. 곱셈과 나눗

셈 영역의 연산 능력만을 종속변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과제의 난이

도가 달라지는 다른 수학 영역에서도 해당 교수의 효과가 일반화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Kellems et al(2020)는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중재가 덧셈과 뺄셈, 비율과 단위, 그리고 변화율을 가르칠 때에도 효과

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추후 방정식, 도형 등 수학의 다양한 다른 영역

들에도 해당 학생들의 수행 수준이 유지되는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따

라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중재기간 동안 학교에서 감염자 발생

으로 연구 대상 학생들이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서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중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비디오 

모델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

수자가 일관성 있게 중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증강

현실 앱의 간단한 조작법만 익힌다면 가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디오 모델링과 증강현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온

라인 환경에서도 지적장애 학생들의 수학연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지적장애 대상 비디오 모

델링 연구들이 일상생활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수학과 같은 

교과내용 학습과 관련된 연구들의 수가 부족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교과의 학업 기술 영역을 대상으로 비디오 

모델링 중재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특수교육 분야의 스마

트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학업 성취 및 학습 태도와 관련된 AR 및 

VR의 연구물의 수가 부족하고 읽기, 과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 중재가 

집중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수가 부족한 수학 교

과에 AR 기반 중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비디오 모델링 중재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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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진 자폐 범주성 장애 외에 지적장애 대상으로도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효과가 있으며, 특히 최신 IT 기술과 전통적인 증거기반 비디오 

모델링 중재의 결합을 통해 지적장애 중학생의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교육 현장에서도 증거기반실제로써 비디오 모

델링 기반 증강현실 중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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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부록 1> 수학연산 평가지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봅시다.

1)      

   

2 1 

×   4

2)      

   

1 3 

×   2

3)      

   

3 2 

×   3

4)      

   

4 1 

×   2

5)      

   

2 3 

×   3

6)      

   

4 3 

×   2

7)      

   

1 4 

×   2

8)      

   

3 1 

×   3

9)      

   

1 2 

×   4

10)      

   

3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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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봅시다.

1)      

   

1 7 

×   4

2)      

   

2 9 

×   3

3)      

   

1 2 

×   8

4)      

   

1 6 

×   5

5)      

   

2 3 

×   5

6)      

   

4 6 

×   3

7)      

   

5 8 

×   2

8)      

   

7 9 

×   6

9)      

   

6 3 

×   5

10)      

   

3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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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 X 한 자릿수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봅시다.

1)      

   

1 2 2 

×        3

2)      

   

1 3 4 

×      2

3)      

   

3 2 1 

×        3

4)      

   

1 2 3 

×        2

5)      

   

2 3 1 

×        3

6)      

   

2 1 2 

×        3

7)      

   

4 2 3 

×        2

8)      

   

3 1 2 

×        3

9)      

   

2 4 2 

×        2

10)      

   

3 4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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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X 한 자릿수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봅시다.

1)      

   

1 1 9 

×        3

2)      

   

2 0 7 

×       4

3)      

   

3 2 4 

×        3

4)      

   

2 1 5 

×        4

5)      

   

1 2 8 

×        3

6)      

   

1 2 8 

×        2

7)      

   

3 1 8 

×        3

8)      

   

2 0 6 

×        2

9)      

   

1 3 6 

×        2

10)      

   

2 2 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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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림이 한 번 있는 두 자릿수 X 두 자릿수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봅시다.

1)      

   

 1  2 

×    1   5

2)      

   

 1  4 

×    5   2

3)      

   

 2  4 

×    1   3

4)      

   

 4  3 

×    2   5

5)      

   

 2  3 

×    1   8

6)      

   

 1  9  

×    1   4

7)      

   

 2  6 

×    1   9

8)      

   

 2  3 

×    2   5

9)      

   

  5  6 

×    1   3

10)      

   

 7  3 

×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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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림이 여러 번 있는 두 자릿수 X 두 자릿수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봅시다.

1)      

   

 5  7 

×    2   3

2)      

   

 7  5 

×    7   6

3)      

   

 8  4 

×    3   6

4)      

   

 7  5 

×    2   6

5)      

   

 5  3 

×    4   9

6)      

   

 4  6  

×    3   2

7)      

   

 2  5 

×    6  4

8)      

   

 5  6 

×    3  2

9)      

   

  4  6 

×    3   7

10)      

   

 6  8 

×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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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림이 없는 몇 십÷몇 

다음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1)      

   8 0)4

2)      

   6 0)2

3)      

   9 0)3

4)      

   4 0 )2

5)      

  7 0)7

6)      

   5 0)5

7)      

   4 0)4

8)      

   6 0)3

9)      

   3 0)3

10)      

   8 0)2



- 93 -

8. 내림이 있는 몇 십÷몇 

다음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1)      

   8 0)5

2)      

   5 0)2

3)      

   3 0)2

4)      

   6 0 )5

5)      

  7 0)5

6)      

   6 0)4

7)      

   7 0)2

8)      

   9 0)6

9)      

   9 0)2

10)      

   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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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 

다음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1)      

   3 6)3

2)      

   4 8)4

3)      

   4 6)2

4)      

   3 3 )3

5)      

  2 4)2

6)      

   2 8)2

7)      

   3 9)3

8)      

   8 4)4

9)      

   6 3)3

10)      

   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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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 

다음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1)      

   4 8)3

2)      

   7 8)3

3)      

   5 2)4

4)      

   7 5 )5

5)      

  9 2)4

6)      

   9 4)2

7)      

   7 5)3

8)      

   3 8)2

9)      

   5 4)2

10)      

   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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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머지가 있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 

다음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1)      

   1 7)3

2)      

   1 7)4

3)      

   5 9)7

4)      

   3 7 )4

5)      

  2 7)5

6)      

   2 9)3

7)      

   4 2)8

8)      

   1 1)3

9)      

   2 6)3

10)      

   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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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머지가 있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 

다음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1)      

   5 4)4

2)      

   7 4)4

3)      

   6 8)5

4)      

   8 6)3

5)      

  5 5)4

6)      

   4 6)3

7)      

   6 8)5

8)      

   7 1)3

9)      

   9 7)2

10)      

   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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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눗셈 계산 결과 확인하기 

나눗셈을 하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1)      1 5)2

   

(    ) x (    ) + (    ) = (    )

2)      2 3)4

   

(    ) x (    ) + (    ) = (    )

3)      3 2)5

   

(    ) x (    ) + (    ) = (    )

4)      2 9 )4

   

(    ) x (    ) + (    ) = (    )

5)      3 7)9

   

(    ) x (    ) + (    ) = (    )

6)      2 8)3

   

(    ) x (    ) + (    ) = (    )

7)      4 1)7

   

(    ) x (    ) + (    ) = (    )

8)      1 4)3

   

(    ) x (    ) + (    ) = (    )

9)      2 0)6

   

(    ) x (    ) + (    ) = (    )

10)      7 3)8

(    ) x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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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눗셈 계산 결과 확인하기 

나눗셈을 하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1)      3 7)2

   

(    ) x (    ) + (    ) = (    )

2)      5 2)3

   

(    ) x (    ) + (    ) = (    )

3)      6 3)5

   

(    ) x (    ) + (    ) = (    )

4)      3 5 )2

   

(    ) x (    ) + (    ) = (    )

5)      7 3)6

(    ) x (    ) + (    ) = (    )

6)      9 7)8

   

(    ) x (    ) + (    ) = (    )

7)      9 2)7

   

(    ) x (    ) + (    ) = (    )

8)      7 4)4

   

(    ) x (    ) + (    ) = (    )

9)      8 0)3

   

(    ) x (    ) + (    ) = (    )

10)      8 5)7

(    ) x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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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학공부가 쉽다.

2. 나는 수학 공부시간이 즐겁다.

3. 나는 수학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4. 나는 수학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5. 나는 수학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

6. 나는 수학과목은 꼭 예습을 한다.

7. 나는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 보고 싶다.

8. 나는 수학공부를 시험 때만 열심히 한다.

9. 나는 수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10. 수학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

11. 나는 수학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다.

12. 나는 수학공부만큼은 잘 할 수 있다.

13. 나는 수학시간이 끝났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14.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

를 한다.

15. 나는 수학시험을 본 후에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

<부록 2> 수학학습태도 검사지

수학학습태도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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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나는 수학시간이 끝난 후 그 시간에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본다.

17. 나는 이만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수학시간이 지루하다.

19. 나는 수학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장난을 하

지 않는다.

20. 나는 수학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

다.

21. 나는 수학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22. 나는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23. 수학공부는 선생님께 혼나지 않은 정도로만 

하면 된다.

24. 나는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넘

어간다.

25. 나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다.

26. 나는 수학이 기다려진다.

27. 나는 수학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공부한다.

28. 나는 수학공부를 잘 할 수 없다.

29. 나는 수학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30. 나는 수학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31.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32. 나는 수학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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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3. 나는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

한다.

34. 나는 수학시간이 좀 많았으면 한다.

35. 나는 수학시간이 언제 끝났는지 모를 때가 많

다.

36. 나는 앞으로 수학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37. 나는 수학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려고 한다.

38. 나는 수학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

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39. 나는 수학공부를 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40.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요약해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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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에서 일의 자리 수 곱을 모르는 경우

STEP 1  ‘uniteAR’ 앱을 켜고 해당되는 트리거 이미지 촬영

STEP 2)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중 일의 자리끼리 곱한 후
일의 자리에 쓰는 영상 재생

STEP 1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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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에서 십의 자리 수 곱을 모르는 경우

STEP 1  ‘uniteAR’ 앱을 켜고 해당되는 트리거 이미지 촬영

STEP 2)  (두 자릿수 X 한 자릿수) 중 십의 자리끼리 곱한 후
십과 백의 자리에 쓰는 영상 재생

STEP 1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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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항목 1 2 3 4 5

1. 교육과정 부합성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2. 학습 분량의 적절성
학습 분량이 전 차시에 걸쳐 고르게 구성되

어 있는가?

3. 내용 수준의 적정성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개념을 

다루고 있는가?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고 있는가?

4. 정확성
개념 및 이론이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에 근

거하고 있는가?

5.학습동기 유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6. 효과성
학습요소(목표, 도입, 본문, 정리, 그림 등)가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7. 계열성

차시 간 계열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학습 내용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

8. 명료성
학습 단계별 안내 및 지시사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9. 증강현실 영역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

성요소(증강현실 구현 기기, 마커, 트리거 이

미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10. 모델링 영역

Bandura의 관찰학습이론에 인지과정 4단계(주

의집중, 파지, 재현, 동기화)에 기반하여 모델

링 중재(관찰, 모방)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록 5>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 평가 척도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 평가 척도

평가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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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차시
중심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시

간

주의과정

학습 동기 

유발

Ø 간단한 인사

Ø 지난 시간 복습 및 수업 분위기 형성

-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올림이 없는 (몇십몇 X 몇) 

복습하기

Ø 동기유발

- 한 봉지에 36개가 들어있는 젤리를 친구에게 4봉

지 선물했을 때 총 젤리의 개수는?

▪BASA 수

학 나침반 

교재

♦증강현실 

기법을 활용

하지 않고, 

일반 모델링 

형태로 지도

한다.

♦ 같은 자

릿수끼리 같

은 색으로 

표시하여 학

습자의 이해

를 돕는다.

♦ 칭찬과 

강화물을 통

해 긍정적 

강화를 제공

한다.

3

학습 목표 

확인

Ø 학습목표 제시

-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몇) 

X (몇)의 계산 원리와 계산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2

파지과정

활동1:

선생님 설명 

듣기

Ø 수 모형으로 (몇십몇) X (몇)알아보기

- 도입에 나온 상황을 수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 곱

셈식으로 나타내 본다.

-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수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본다.

5

재현과정

활동2: 

선생님과 

함께 연습

하기

Ø (몇십몇) X (몇) 세로 셈 계산 방법 알아보기

- 36 X 4의 계산에서 일의 자리 수 6과 4를 곱하면 

6 X 4 = 24이므로 일의 자리에 4를 쓰고 십의 자리 

위에 올림한 수 2를 작게 쓴 후, 십의 자릿수 3과 4

를 곱하면 12이므로 일의 자리에 올림한 2를 더하여 

십의 자리에 4를 쓰고 백의 자리에 1을 쓰는 과정을 

시범을 통해 보여준다.

Ø 교사와 함께 연습하기

- 교재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몇십몇) X (몇) 문제

를 교사가 먼저 푸는 과정을 보여주고 학습자가 따

라해보는 연습을 반복한다.

10

동기과정
활동3: 

스스로서기

Ø 독자적으로 연습하기: 증강현실을 활용한 비디오

모델링

- 학생에게 핸드폰, 트리거 이미지판을 제공한다.

- 활동3의 ‘스스로서기’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경우, 증강현실 프로그램 ‘uniteAR’을 실행하도록 

안내한다

- 학생이 모르는 문제에 해당하는 트리거 이미지를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핸드폰으로 비

출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이 영

상 속에서 

모르는 특정 

부분만 시청

할지 전체 

내용을 다 

볼지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

다.

♦학생 스스

로 증강현실 

매체를 조작

하여 영상을 

20

<부록 6> 곱셈 나눗셈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 예시(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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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되는 마커 영상을 

시청하고(주의집중) 이 영상을 통해 문제 푸는 과정

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파지)

-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재현) 안내한다.

- 설명을 듣고 난 다음 학생 스스로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동기).

볼 수 있도

록 지원한

다.

♦ 칭찬과 

강화물을 통

해 긍정적 

강화를 제공

한다.

▪‘uniteA

R’앱이 설

치되어 있는 

아이패드 및 

핸드폰, 마

커 영상, 트

리거 이미지

판

강화 정리

Ø 마무리 하기

- 교재에 있는 (몇십몇) X (몇) 문제를 함께 풀며 배

운 내용 정리한다.

Ø 평가하기

- 형성평가를 통해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일의 자리

에서 올림한 

수는 십의 

자리에 작

게, 십의 자

리에서 올림

한 수는 백

의 자리에서 

작게 쓰는 

식으로 자릿

수를 맞출 

수 있도록 

색깔힌트를 

제공한다.

♦ 칭찬과 

강화물을 통

해 긍정적 

강화를 제공

한다.

▪형성평가, 

BASA 수학 

기초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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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1차시
중심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시

간

주의과정

학습 동기 

유발

Ø 간단한 인사

Ø 지난 시간 복습 및 수업 분위기 형성

-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몇십)÷(한 자릿수) 복습하기

Ø 동기유발

- 예린이와 친구들이 꽃게를 36마리 잡았는데, 세 

주머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면 한 주머니에 몇 

마리씩 담아야 할까요?

♦증강현실 

기법을 활

용하지 않

고, 일반 

모델링 형

태로 지도

한다.

♦ 같은 자

릿수끼리 

같은 색으

로 표시하

여 학습자

의 이해를 

돕는다.

♦ 칭찬과 

강화물을 

통해 긍정

적 강화를 

제공한다.

▪BASA 수

학 나침반 

교재

3

학습 목표 

확인

Ø 학습목표 제시

- 나머지가 없는 (몇십몇)÷(몇)의 계산 원리를 알고 

계산할 수 있다.

2

파지과정

활동1:

선생님 설명 

듣기

Ø 그림으로 (몇십몇) ÷ (몇) 알아보기

- 도입에 나온 상황을 그림을 통해 알아보고 곱셈식

으로 나타내 본다.

- O 36개를 똑같이 3묶음으로 묶어본다.

- 36개를 3묶음으로 묶으면 한 묶음에 O가 12개 있

음을 설명한다.

- 36 ÷ 3 = 12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재현과정

활동2: 

선생님과 

함께 연습

하기

Ø 수 모형으로 (몇십몇)÷(몇) 알아보기

- 36 ÷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 모형으로 알아본

다.

- 십 모형 3개를 똑같이 3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

에 십 모형 1개씩 나누어지고 일 모형 6개를 똑같이 

3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일 모형 2개씩 나누어

짐을 설명한다.

Ø 36 ÷ 3을 세로셈으로 계산해보기

1. 십의 자리 숫자 3에는 3이 1번 들어가기 때문에 몫

의 십의자리에 1을 쓴다. 3의 아래에 3과 10을 곱한 값 

30을 자리에 맞추어 쓴다.

2. 36에서 30을 빼면 6이므로 일의 자리 숫자 6을 그대

로 내려 쓴다.

3. 6에는 3이 2번 들어가므로 일의 자리에 2를 쓴다. 6 

아래에 3과 2를 곱한 값 6을 자리에 맞추어 쓴다.

4. 6 빼기 6은 0이므로 0을 아래에 쓴다.

5. 세로로 나눗셈을 계산할 때에는 나누어지는 수의 높

은 자릿수부터 차례로 나누어 각 자리에 맞추어 몫을 

써야 함을 설명한다.

10

<부록 7> 곱셈 나눗셈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 예시(나눗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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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과정
활동3: 

스스로서기

Ø 독자적으로 연습하기: 증강현실을 활용한 비디오

모델링

- 학생에게 핸드폰, 트리거 이미지판을 제공한다.

- 활동3의 ‘스스로서기’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경우, 증강현실 프로그램 ‘uniteAR’을 실행하도록 

안내한다

- 학생이 모르는 문제에 해당하는 트리거 이미지를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핸드폰으로 비

출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되는 마커 영상을 

시청하고(주의집중) 이 영상을 통해 문제 푸는 과정

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파지)

-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재현) 안내한다.

- 설명을 듣고 난 다음 학생 스스로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동기).

♦ 학 생 이 

영상 속에

서 모르는 

특정 부분

만 시청할

지 전체 내

용을 다 볼

지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

한다.

♦학생 스

스로 증강

현실 매체

를 조작하

여 영상을 

볼 수 있도

록 지원한

다.

▪‘uniteA

R’앱이 

설치되어 

있는 아이

패드 및 핸

드폰, 마커 

영상, 트리

거 이미지

판

20

강화 정리

Ø 마무리 하기

- 교재에 있는 (몇십몇)÷(몇) 문제를 함께 풀며 배

운 내용 정리한다.

- 36÷3의 계산 방법을 질문한 후 설명한다.

Ø 평가하기

- 형성평가를 통해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몫을 쓸 

때 십의 자

릿수와 일

의 자릿수

의 색깔을 

달리하여 

자릿수를 

맞출 수 있

도록 색깔

힌트를 제

공한다.

♦ 칭찬과 

강화물을 

통해 긍정

적 강화를 

제공한다.

▪형성평

가, BASA 

수학 기초

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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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시 년    월    일

중재회기 회 관찰자

번호 평가내용 평정

1
중재도구 및 중재 시 필요한 준비물(교재, 필기도구, 스마트

폰 및 태블릿PC, 트리거 이미지 판 등)을 모두 갖추었는가?

2
학생이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소음 및 다른 

자극의 차단 등)을 조성하였는가?

3 중재를 실시하기 전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는가?

4
학생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증강현실 프로그

램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5 학습 속도가 적절한가?

6
학생의 질문, 성취에 대해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

가?

7 학생의 활동 시간은 충분한가?

8
과제분석 순서에 따라 과제수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9 학생의 활동에 대한 칭찬을 하는가?

10 형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

계

<부록 8>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

3점: 90%이상, 2점: 80%이상, 1점: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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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이하: 대상학생)에게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대상학생의 연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

재 목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대상학생의 수학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재 목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대상학생에게 비디오 모델링 기반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본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생의 특수학급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본 프로그램은 주 1~3회, 1회당 45분씩 실시

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간은 적절합니까?

7. 본 프로그램은 주 1~3회 씩 8주 간 진행하

여, 약 14회기 정도의 중재를 제공하고자 합

니다. 해당 회기(기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8.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다면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추천하시

겠습니까?

9. 비디오 모델링 기반 곱셈 나눗셈 증강현실 

프로그램의 교구, 교재, 그리고 안내문(교

수·학습 계획안)이 주어진다면 일반적인 중

재자(교사, 학부모)들도 충분히 실행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부록 9> 사회적 타당도 체크리스트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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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3점 2점 1점

1.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이 프로그램이 

수학 실력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2.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을 더 잘하게 되었

나요?

3. 선생님과 일주일에 1-3번, 8주간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이 적절했나요?

4. 선생님과 공부한 장소는 적절했나요?

5. 다른 친구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나요?

<부록 10> 사회적 타당도 체크리스트(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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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Using Video-Based 

Intervention via Augment Reality 

Program on Arithmetic Operation 

Skills and Attitude in Mathematics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hae, ChangHee

Major in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hematics skills are useful and play important role in managing daily 

and vocational life. But due to a robust hierarchical characteristic,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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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ID) to acquire 

mathematical concepts and appropriate strategies to solve math 

problems. It is needed studies of effective intervention to address this 

problem and help students with ID improve mathematical ski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video-

based intervention on arithmetic operation skills and attitude in mathem

atics for thre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D, using augmented reality

(AR)-based program. For this study, three ID students aged 14 years w

ho struggle with learning multiplication and division were selected as su

bject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the m

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participants was used. The maintenance st

age was added to baseline and intervention as well. The intervention w

as conducted over a total 8 weeks. A total of 14 sessions, 45 min per s

ession, 1-3 per week were held in their classroom. To measure multipli

cation and division abilities, the standardized test of BASA-MATH(Kim, 2

006) and worksheets made by the researcher were used. For measuring 

attitude in mathematics,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Korean Education

al Development Institute(1992) was used. The validity of the worksheets 

and this program were verified by special education specialists and mat

hematics teachers. The intervention fidelity was 96.67%, and social valid

ity was 93.33% for teachers and 95.56% for students. Visual analysis inc

luding the effect factor for PND, NAP, and Tau-U was used for each s

tudent`s data grap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ideo-based AR inte

r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D was effective in i

mproving multiplication and division abilities. three students showed imp

rovement in their capacity to solve multiplication and division problems. 

Second, the video-based AR interven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

oving attitude in mathematics.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

n magnitude of intervention effects among areas, all three students sho

wed improvement in attitude for mathematics. The results indicated 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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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ional relation between the video-based AR inter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D and arithmetic operation skills and attitu

de in mathematic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

d suggestions for future were provided.

keywords : Video-modeling, Augment reality, Intellectual disabilities, 

Arithmetic operation skills, Multiplication, Division, Attitude in 

mathematics

Student Number : 2020-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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