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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기술 및 
수업태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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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기술과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3학년 지적장애학생 3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중재방법에 따라 세
집단으로 배치하였다. A집단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재, B집단은 직접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재,
C집단은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직접 체험 활동을 결합한 중재에 참여하였다. 중재는 7월 4주부터 8월 3주까지 4주 동안
진행되었고, 일주일에 4회씩 총 16회기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평가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으로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C집단이 A집단과 B집단보다 일
상생활 기술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고, C집단은 B집단보다 수업태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프
로그램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중재가 일상생활 기술 및 수업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반 중재, 지적장애, 일상생활 기술, 수업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effects of VR-based intervention on daily living 
skills and class attitude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do this, 30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s of middle school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placed three group. A group took part in a class using only VR program, B group participated in 
experience activities program, and C group got in the intervention program that combine VR program 
and experience activities on daily living skills. Intervention programs were conducted 4 times in a week 
for 4 weeks from the fourth week of July to the third week of August and a class time of each class 
was 50 minutes. Evaluations were carried out in pre- and post-test. The Evaluation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scheffe’. In Result of study, daily living skills of C group was improved more 
higher than other groups and class attitudes of C group was improved more higher than group B.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vention combining VR program and direct experience activities was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methods.

Key Words :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based intervention, Intellectual Disabilities, Daily Living Skills, 
Class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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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적장애 학생 교육에 있어 일상생활 영역은 독립적인 
삶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학습 영역일 뿐만 아
니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본 
영역이다.

일상생활 영역에는 옷 입고 벗기, 세면하기, 청소하기, 
가전제품 이용하기 등 삶을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1]. 일상
생활 기술은 실생활과 관련된 기능적 기술이지만, 실제 
생활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기술이 
아니다[2]. 적절한 지원 체제와 구조화된 훈련이 제공될 
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 낮은 인지능력과 제한
된 기회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상생활 기술을 지도하
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한된 공간과 일상생활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 환
경의 문제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학교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
습을 할 수 있는 가정집을 빌려 소집단으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 학교에서 제공하
는 본질적인 교수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지적장애 학생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일상생활 기술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가상현실이란 현실을 모방하여 실재와 가장 유사한 형
태의 상황 속에서 가상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3]. 가상현실 기법은 학습자에게 실재와 거의 
유사한 연습 상황을 제공할 수 있고[4], 상황에 따른 구체
적인 조작 활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적 행동들에 대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고[5],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6].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가상현실 기반 콘텐
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적장애 학생에게 의
사소통을 지도하였고[4], 사회적응 훈련으로서 편의점 이
용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7].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장애
학생을 고려한 가상현실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상현실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특히, 학교에서 환경 구축이 어렵고 실제적 체험을 제
공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기술과 관련하여 특수교사들은 
가상현실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2]. 

이 연구에서는 VR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학생의 가정
에서의 일상생활 기술 및 수업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 및 정의적 특성 
지적장애 학생들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나 과업에 

대한 흥미가 낮으며, 어떤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가 낮다[4]. 그리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과제나 다소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고, 잦은 실패에 따른 
학습된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들
은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집중을 하는 시간
이 짧고, 주의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8]. 이러한 주의집중의 문제는 정보처리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적장애 학생들은 단기기억 
용량이 일반학생들보다 적고,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
하기 위한 인지 전략이나 초인지 전략의 활용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4].

그러나 지적장애 학생들도 재미있는 과제나 자신이 좋
아하는 활동이 주어질 경우에는 열심히 과업에 참여하려
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조작적 활동을 통
하여 흥미가 생기거나 과업을 성취한 경험을 하였을 때
에는 과제 지속 시간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면서 조작적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진 과업이나 
기능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명시적인 설명이나 예시가 제시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한다. 그리고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행할 과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계열성 있
게 구성하고, 흥미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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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상생활 기술 
일상생활 기술은 자기관리나 신변처리 및 삶의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1].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술은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과
정의 국어, 사회, 실과, 진로와 직업 등 다양한 교과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일상생활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지적장애학생이 스스
로 할 수 없을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2]. 이러
한 의미에서 일상생활 영역은 단순히 장애학생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
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이다. 

일상생활 기술에 있어 대표적인 기술은 가정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가정생활에는 화장실 사용하기, 의복 
관리하기, 음식 준비하기, 음식 먹기, 집안 관리와 청소하
기, 옷을 입고 벗기, 목욕 및 개인위생, 가정용품 사용하
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 기술이 포함된다[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식사하기와 관련된 연구[10]와 청소하기와 관
련된 연구[11]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 사용하기, 
집안 관리하기, 요리하기 등의 활동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3 가상현실 연구 동향 
장애인에 대한 가상현실 기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스마

트폰의 보편화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적장애학생
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기회가 늘어나고, 스마트폰에 설치
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가상현실에 관
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가상현실 기법에 관한 
기술의 발달로 몰입형 HMD와 핸드 컨트롤러의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줄 수 있고, 학생들의 손 기
능 및 조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용된 연구를 살펴보면,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적 손상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었고[6], 지
적장애 학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편의점 이용하기에도 도
움이 되었다[7]. 또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학
생의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적이었고[4, 12], 그룹 홈에서
의 가상현실 체험이 커피 제조 기술에 효과적이었으며
[13], 카페에서의 의사소통 능력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
다[14]. 

한편 가상현실 기법은 자폐성 장애학생에게도 유용하

게 적용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상현실 프로그램
은 사회적 상황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으며[15]. 길 찾아
가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16]. 그리고 자폐성 장애 학생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을 때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
다[17]. 또한 가상현실 기법은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활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고
[18], 일반학생들의 학습 성취도[19]나 불안감 해소[20]
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전남에 소재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지적장애 학생 3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방학 중 진행
되는 계절학교에 참여 신청을 한 학생들이었고,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세 곳의 계절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 대상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계절학교에 충실
하게 등교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전학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가상현실 기기와 관련하여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는데 거부감
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각 집단에 10명씩 배치하였다. A집단과 
C집단은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4명이었고, B집단은 남
학생이 7명, 여학생이 3명이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K-WISC-Ⅳ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집단의 지능은 평
균 51점이었고, B집단은 51.40점, C집단은 50.80이었
다. 세 집단의 지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실시하였다. 표현언어에서 
A집단은 6.50점, B집단이 6.60점, C집단 6.10점이었다. 
세 집단의 표현언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수용언어에서는 A집단 8.50점, B집단 8.60점, C집
단 8.20점이었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므로 전반적으로 세 집단이 REVT에서 비슷한 어휘력 수
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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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ndex Group A Group B Group C F

Sex
M 6 7 6
F 4 3 4

IQ
(K-WISC-Ⅳ)

M 51.00 51.40 50.30
.226

SD 4.37 3.95 2.54

REVT
(Expressive)

M 6.50 6.60 6.10
.306

SD 1.65 1.43 1.45

REVT
(Receptive)

M 8.50 8.60 8.20
.825

SD 1.51 1.26 1.69
 * p<.05, ** p<.01

Table 1. Characters of subjects

연구 대상인 세 집단은 인지와 언어에서 비슷한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고, 각 집단에 따른 중재에 참여하였다. 
A집단은 VR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재에 참여하였고, B 
집단은 일상생활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중재에 참여하였
으며, C 집단은 VR 프로그램과 직접 체험 활동이 함께 
제공되는 중재에 참여하였다. 

3.2 연구 도구
3.2.1 지능검사
연구 대상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K-WISC-Ⅳ를 실시하였다. K-WISC-Ⅳ는 6세 0개월부
터 16세 11개월 사이의 아동의 지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10개의 주요 소검사와 5
개의 보충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지능지수(IQ)
와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라는 4가지 
지표에 대한 점수를 제공한다. 

3.2.2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일상생활과 관련한 용어와 간단한 지시에 대한 이해는 

과업 수행에 영향에 미치기 때문에 REVT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피검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
공하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 대한 어휘 발달 연령과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여 준다.

3.2.3 일상생활 기술 평가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도구를 제작하였다.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하여 
특수교사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검사 문항의 신뢰도의 
문항내적신뢰도는 .832이었다. 일상생활 기술 평가는 손 
씻기, 세수하기, 휴지 정리하기, 변기 닦기, 컴퓨터 켜기, 
모니터로 TV 조작하기, 세탁기 이용하기, 옷 걸기, 전자

렌지 이용하기, 전기밥솥 사용하기, 냉장고 이용하기, 식
탁 차리기 활동을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행 여부
를 0점(전혀 수행하지 못함), 1점(불완전하게 수행함), 2
점(완전하게 수행함)으로 평가하였다. 총 13문항에 26점 
만점으로 평가가 구성되었다. 수행능력 평가는 중재가 투
입되기 전과 후에 진행되었다.

3.2.4 수업태도 검사
연구 대상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 변화를 평가하

기 위하여 선행연구[14]에서 활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업 태도 검사의 문항내적신뢰도는 .912이었다[14]. 수
업태도 검사의 문항은 수업에 대한 흥미, 교수방법, 주의
집중, 기억 정도, 교재교구의 선호도, 수업 중 학생의 부
적절한 행동 여부 등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만점
의 리커르트 척도로 개발되었다. 수업태도 평가는 중재가 
투입되기 전과 후에 실시되었다.

3.3 중재  
3.3.1 일상생활 기술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기술을 가정 내 활동을 중심

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기술은 자조기술, 
청소 및 정리정돈, 전자기기 활용이라는 세 개의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자조기술 영역은 방, 주방, 욕실의 세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방에서는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여 입기, 주
방에서는 식사 준비 및 식탁 차리기, 욕실에서는 세면대
에서 손 씻고 세면하기를 하였다. 

다음으로 청소 및 정리정돈 영역은 방, 거실, 주방, 욕
실이라는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방에서는 옷걸이를 이
용하여 옷 걸기를 하였고, 거실에서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담고 청소하는 활동, 주방에서는 설거지 및 건조하는 활
동, 욕실에서는 변기를 청소하는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활용에서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의 공간에서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방에서는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 거실에서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TV를 사용하는 방법, 주방에서는 전자레인지
와 냉장고 및 밥솥의 이용법, 욕실에서는 세탁기 이용하
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었다. 

3.3.2 VR 프로그램 및 운영 환경
이 연구에서는 VR 중재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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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개발된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VR-DTP)을 이용
하였다. VR 프로그램의 장면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Hanging Clothes Setting the table

Washing the dishes Cleaning up the trash

Fig. 1. Pictures of VR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조작 활동을 위하여 VR 컨트롤
러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었고, 스탠드 얼론, PC 기반 VR 
지원이 가능한 오큘러스 Go, 삼성 오디세이 등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제작 기술로는 
3D VR 기술과 모바일 앱 제작 기술, 및 음성인식 등이 
활용되었다.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TTS를 이용한 지
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3.3.3 중재 절차 
중재는 2019년 7월 4주부터 8월 3주까지 4주 동안 

실시되었다. 중재를 투입하기 전에 중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교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 
받았다. 협의회를 통하여 중재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방
법과 지도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다.

중재를 투입하기 전에 세 집단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하여 사전 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일상생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 평가와 수업 태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에 의
해 진행되었다.

사전 평가를 실시한 후, 세 집단은 각각의 중재 프로그
램에 참여하였다. A집단은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VR을 활용한 가상체험 방식으로 중재를 하였고, 
B집단은 교사의 설명과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실습실에
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집단은 교
사의 설명을 듣고 VR을 이용한 가상 체험을 한 후 직접
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B, C 세 집단 모두 일주일에 4회(월, 화, 목, 금)씩 
4주 동안 총 16회기의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회
기마다 5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다. A, B, C 세 집단
에 대한 교수 계획 및 지도 내용은 Table 2와 같다.

Num contents Area

1  washing hands  self-help skills
2  washing the face  self-help skills
3  cleaning up the trash  Cleaning
4  cleaning the toilet  Cleaning
5  review unit
6  operating a computer  home appliances
7  using the TV remote control  home appliances
8  doing the laundry  home appliances
9  hanging clothes  Cleaning
10  review unit
11  using the microwave  home appliances
12  using an electric cooker  home appliances
13  using the refrigerator  home appliances
14  setting the table  self-help skills
15  washing the dishes  Cleaning
16  review unit

Table 2. intervention plan and contents

중재는 세 집단 모두 직접교수의 원리에 기초하여 진
행하였다. 직접교수는 설명 및 시범, 안내된 연습, 독립된 
연습, 피드백(또는 강화)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A집단에서는 교사가 그날 학습할 일상생활 기술
을 선택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해당 기술을 일
상생활에서 활용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VR 프로그램을 착용하게 한 후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VR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캐릭터가 등장하여 과
제와 활동 순서를 설명하여 주었고, 교사 캐릭터의 설명
에 맞추어 학생이 일상생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내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난 후 학생 스스
로 과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립적 연습 단계를 설정하
였다. 독립된 연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화를 제공하였다. VR 프로그램에서는 칭찬, 
박수, 환호성과 같은 청각적 강화와 별이 부여되는 시각
적 강화가 제시되었다. 

B집단은 교사가 학습할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어떻게 기술을 사용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사가 일상생활 기술에 대하여 한 단계씩 설명하
면서 학생과 함께 연습하는 안내된 연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난 후 학생 스스로 일상생활 기술을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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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과제 수행
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과 강화를 제공하였다. 강화는 칭
찬, 박수, 그리고 별 모양의 스티커를 제공하였다.

C집단에서는 교사가 학습할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설
명과 시범을 보여준 후, VR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화면에
서 나오는 캐릭터 교사와 함께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안
내된 연습 및 독립적 연습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독립된 
연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
화를 제공하였다. VR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활동에 대
하여 칭찬, 박수, 환호성과 같은 청각적 강화와 별이 부여
되는 시각적 강화가 제시된다. VR로 실시된 연습이 끝난 
후 교사와 함께 일상생활 기술을 직접 실시해보면 체험
활동을 제공하였다.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정
적 피드백과 강화를 제공하였다. 강화는 칭찬, 박수, 그리
고 별 모양의 스티커 등으로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A, B, C집단 모두 중재가 끝난 후 얼마나 
일상생활 기술과 수업태도가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
하여 사후 평가를 하였다. 

3.4 평가
이 연구에서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하였고, 평가

는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사전 평가는 중재를 투입하기 전에 세 집단의 수행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사전 평가는 일상생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 평가와 수업 태도
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중재가 끝난 후에는 얼마나 일상생활 기술과 수업태도
가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 평가를 하였다.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기술 평가와 수업태도 평가로 진
행되었다. 

3.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지능과 어휘능력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 .05이하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기술
과 수업태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
시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자료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 .05이하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사후 분석 방법으로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일상생활 기술에 미치는 효과
VR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기술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평가와 사
후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est Group
A

Group
B

Group
C F scheffe’

pre-
test

M 7.00 7.30 6.80
 .43

SD 1.05 1.16 1.40

post-
test

M 9.00 11.20 14.40
11.31** C>A,

C>BSD 2.31 2.62 2.72

* p<.05, ** p<.01

Table 3. Comparison of daily living skills

중재 집단에 따른 일상생활 기술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사전 평가에서 A집단은 평균이 5.00점이었고, B집단 
5.30점, C집단 4.80점이었다. 그러나 세 집단의 일상생
활 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43, p>.05). 4주간의 중재를 투입한 후에 사후 평가
를 하였고, 그 결과 A집단은 7.00점, B집단 9.20점, C집
단 10.30점이었다. 이러한 세 집단의 점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F=11.31, p<.01). 이에 어느 집단에
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C집단이 A집단과 B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일상생활 기술
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집단과 B집
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VR과 직접 체험
이 결합된 중재가 지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VR만을 활용하는 
가상의 체험은 전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사와 함께 
하는 직접적인 체험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지적장애학생에게 VR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VR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체험을 결합하
는 혼합 설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2 수업태도에 미치는 효과 
VR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평가와 사후 평
가를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상현실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기술 및 수업태도에 미치는 효과 161

Test Group
A

Group
B

Group
C F scheffe’

pre-
test

M 3.05 3.12 3.07
 .14

SD .27 .26 .46

post-
test

M 3.60 3.20 3.99
5.22** C>B

SD .79 .41 .30

* p<.05, ** p<.01

Table 4. Comparison of class attitudes by groups

중재 집단에 따른 수업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
전 평가에서 A집단은 평균이 3.05점이었고, B집단 3.12
점, C집단 3.07점이었다. 이러한 세 집단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4, p>.05). 4주간의 중
재를 투입한 후에 사후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A집단은 
3.60점, B집단 3.20점, C집단 3.99점이었다. 전반적으로 
VR을 사용한 중재에 지적장애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긍
정적으로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2, p<.05). 이
에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사후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 C집단이 직접적인 체험 수업에 참여한 B
집단 보다 수업 태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R 프로그램을 사용한 A집단이 B집단보다 
수업 태도의 향상도가 높았다. 그러나 A집단과 B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결론 

이 연구는 VR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기술과 수업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목
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VR과 직접 체험을 결합한 중재 C집단이 VR만 
사용한 A집단과 직접 체험만을 실시한 B집단보다 지적
장애 학생들의 일상생활 기술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에게 일상생활 기술을 
지도할 때에는 체험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VR 프로그램
을 이용한 연습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VR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지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선
행연구[12]나 주스 만들기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선행연
구[13]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VR을 활용하는 수
업이 효과적인 이유는 VR이 가지고 있는 현존감과 몰입
감이라는 장점에 기인한다[4, 6]. 또한 지적장애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데[8], VR은 흥
미를 유발하면서 반복을 할 수 있고, 과업을 성취했을 때 
칭찬과 별 등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VR을 사용한 중재에 대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VR에 대한 신기성과 VR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수업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VR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몰
입감과 관심을 높여준다고 밝힌 선행연구[7, 14]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VR 프로
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의 문제와 학습된 무기
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
으며[21],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VR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감을 높여준다는 것은 VR을 활용
하는 수업이 체험 중심의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적장애 학생이 VR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고 사용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고[4, 7], 이번 연구에서
도 재확인되었다. VR에 대한 신기성 효과가 지적장애 학
생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은 VR 기반 중재활동이 지적
장애 학생의 학습 능력과 수업태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VR만을 이용한 중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VR 기법이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는 하지만, 가상적인 체험만으로는 실제 생활에서 활용해
야 할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교육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기술을 어떻
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함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기술과 중재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적용될 것인데, 어
떻게 신기술과 새로운 중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고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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