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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기준, 건설업의 안전사고 재해자는 24,617명, 사망

자는 458명으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 특히, 2016~2018년 기준, 

추락사고 재해자(26,387건, 34%) 및 사망자(847건, 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Cho, 2019), 그 중 “쌍줄비계”에

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70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Oh et al., 2019). 이러한 배경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

한 법률”과 같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따

른 후속 처벌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행적 안

전관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연쇄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안

전보건관리를 통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의 사전인자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Heinrich, 1941). 안전보건관리의 교육적 방안으로서, 국

내에서는 총 6개의 법적 의무 건설안전교육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Table 1>. 그 중에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

교육(Bas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Construction)은 기본교육으로서, 교육내용은 가장 기초적

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건설현장 투입 전 모

든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Shin et al. (2015), 

Park (2017), Lee (2020)의 연구에서는, 건설안전교육이 강

의형으로 진행되는 수동적 학습방식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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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반 건설안전교육이 건설근로자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 CAMIL 이론을 활용하여 -

수자(건설근로자)의 학습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

다. 이에 대응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체험

형 교육 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반 실습형 교

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안전교육

기관 평가표”에 따라 VR 교육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공단에서는 VR 컨텐츠 및 장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

다.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VR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이

슈가 제기되고 있다. 즉, 체험자의 VR 장비 조작 미숙과 VR 

환경에 대한 거부감(멀미 등)으로 인해 교육효과가 뚜렷하

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의 교육장에서는 VR 컨텐츠를 강의자 스크린에 띄운 상태

로 간접적으로 VR 교육을 이행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식 교육에서는, VR 교육의 대표적인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몰입감(Immersion)을 기대하기 어

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건설안전교육에 적용되고 있

는 VR 컨텐츠를 활용하여,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이 건설근

로자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즉,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안전교육 VR 컨텐츠를 활

용하여,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과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간의 학습효과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이 건설근로자의 학

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VR 컨텐츠를 

활용하여,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과 체험교육(직접교육방

식) 간의 학습효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청교

육(간접교육방식)은 사진기반 VR 컨텐츠를 시청하는 방법

(유형 A)이고,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은 CG기반 VR 컨텐

츠를 체험하는 방법(유형 B)이다. 본 연구에서는, VR 시청교

육(간접교육방식) (유형 A) 대비하여, VR 체험교육(직접교

육방식) (유형 B)의 학습효과를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검

증하고자 한다: (i) CAMIL 이론에 따른 전반적인 학습효과 

개선; (ii) “정서&인지” 영역의 학습효과 개선; 그리고 (iii) 

“지식학습” 영역의 학습효과 개선.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이 건설근로자의 학

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

의 연구 프로세스를 따른다: (i) VR 교육의 학습효과에 대

한 기존 연구 고찰; (ii)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컨텐츠 분

석; (iii)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학습효과 평가도구 개발; 

(iv)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학습효과 데이터 수집; 그리

고 (ⅴ)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학습효과 데이터 분석. 한

편, 본 연구에 적용된 VR 안전교육 컨텐츠의 범위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쌍줄비계 추락예방 

관련 안전교육”으로 정의하였다.

Table 2. Literature review on the VR-based education and its learning performance assessment

Authors

VR education Participants Learning performance assessment indicators

Main Findings
Industry Task Characteristic Number

Technological 

Factors

IVR 

Affordances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Learning 

Outcomes

Son 

(2014)
Construction

Hazard 

detection

College 

students
10 ● - ● - Verification of VR learning effect

Kim et al. 

(2020)
Transportation

Accident 

experience

Conference 

participant
85 ● - ● -

Expect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VR education

An & Park 

(2013)
Job training

Training 

experience

Education 

instructor
115 ● - ● -

VR learning effect verification and 

expectation for VR simulation

Choi & Kim 

(2020)
Basic science

Immersive 

watching

Elementary 

students
105 ● ● ● -

Verification of the cognitive and 

affective effects in VR education

Kim & Lee 

(2021)
Marine

Disaster 

management

Conference 

participant
253 ● - ● -

Verification of safety awareness and 

satisfaction in VR education

Shin et al. 

(2021)
Chemistry

Emergency 

care

Related 

practitioner
34 ● - ● -

Valid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VR experience procedure 

Song et al. 

(2019)
fire fighting Risk forecast Fire fighter 831 ● ● ● ●

Suggesting a direction for improving 

VR education

Table 1.  Legal mandatory educ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in Korea

Education system Agent Contents
Method

Lecture VR

Bas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al 

institution

General construction 

safety information
● ●

Education for worker

Safety supervisor 

on construction 

site

Safety information on 

general site
● ▲

Education for new 

worker

Safety information on 

the site and task
● ▲

Training on changed 

task 

Safety information on 

the site and task
● ▲

Training for special 

task

Safety information on 

special tasks
● ▲

T.B.M. 

(Tool Box Meeting)
Team leader

Work instruction and 

arrangement
● N/A

Note: ● Legal mandatory and ▲ Case by case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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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VR 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고찰

VR 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여러 분야의 니

즈에 따라 다양한 교육 목적과 컨텐츠로 구성되었으며, 피

교육자의 학습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대조군 없이 VR 체험교육에 대한 교육효과만을 평가

하였다. 즉, 체험자 관점에서의 VR 시청교육과 VR 체험교육 

간의 학습효과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기존 연구에서 VR 교육의 학습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는, CAMIL (Cognitive Affective Model of 

Immersive Learning) (Makransky and Petersen, 2021)에

서 제시하는 전체 카테고리 중 일부만을 반영하였다. VR 

체험자의 전반적인 학습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AMIL에서 제시하는 4단계의 세

부 영역, 즉 기능요소(Technological factors), 행위유발(IVR 

affordances), 정서&인지(Affective & Cognitive factors), 지

식학습(Learning outcomes)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2.2.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컨텐츠 분석

2.2.1. 실험 유형 A –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 

본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설정한 유형 A는 시청교육(간

접교육방식)으로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진기반 

VR 컨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이다. 사진기반 VR 컨텐츠는 실

제 건설현장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구현한 것으로서, 표면적

으로 보기에는 현장감이 있어 보이지만, 아이콘 클릭을 통

해 현장사진을 VR을 통해 둘러보는 수준이다. 실제 안전교

육 시, VR 기기를 교육이수자가 직접 활용하기 보다는, 강사

가 빔프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에 컨텐츠를 띄우고 강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Fig. 1>. 유형 A의 VR 컨텐츠를 활용

한 교육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가 선택한 

공종 및 주요 위험장소별로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OPL 

(one point lesson) 자료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추락 관련 

예방조치로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방호조치

(안전난간, 안전발판, 안전망 등)에 대한 지식(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학습과 함께, 일부 감전 관련 절연방호구에 대

한 지식을 학습한다<Table 3>.

Table 3.  Experimental Type A : Photo-based audiovisual VR“[Fall 

accident] Tasks on scaffold”

Content
Scaffold I 

(Outdoor sight)

Scaffold II 

(Rooftop sight)

Scaffold III 

(Hallway sight)

Learning 

Outcomes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Safety 
helmet

- ● ● - ● ●

Safety belt - ● - ● - -

Safety 
guardrail

- ● - ● - ●

Safety walk 
plate

- ● ● ● ● ●

Safety
net

- ● - ● ● ●

Scaffold 
structure

- ● ● ● ● ●

Insulating 
glove

- ● - - - -

2.2.2. 실험 유형 B –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본 연구에서 실험군으로 설정한 유형 B는 체험교육

(직접교육방식)으로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CG 

(Computer Graphics)기반 VR 컨텐츠를 체험하는 방식이다. 

CG기반 VR 컨텐츠는 주요 위험요소별로 안전사고를 체험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체험자가 몰입감을 갖고 교

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실제 안전교육 시, 교육이수자는 VR장

비(V사 VR패키지, L사 행동 인식센서 등)를 직접 착용함으

로써, 체험자와 동일한 시점을 공유하는 가상의 아바타를 조

작할 수 있다<Fig. 2>. 유형 B의 VR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VR 상의 건설현장 내에서, 교

육이수자는 VR 컨텐츠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불안전한 행

동’을 취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를 체험한다. 후속 교육과

정에서 시각텍스트를 동반한 음성을 통해, 추락 관련 예방조

치로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방호조치(안전난

간, 안전발판, 안전망 등)에 대한 지식(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학습과 함께, 일부 감전 관련 절연방호구에 대한 지식

을 학습한다<Table 4>.

Fig. 1. Experimental Type A : Photo-based audiovisual VR 

(https://bit.ly/3Crvy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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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safe behavior for fall accident b) Fall experience

Fig. 2. Experimental Type B : CG-based experiential VR 

(https://bit.ly/3t28aMZ)

Table 4.  Experimental Type B : CG-based experiential VR“[Fall 

accident] Tasks on scaffold”

Content
Handing formwork & 

walking on scaffold

Installing formwork on 

scaffold

Handing steel pipe on 

scaffold

Learning 

Outcomes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Safety 

helmet
- ● - - - ●

Safety belt - ● - - - ●

Safety

guardrail
- ● - ● - -

Safety walk 

plate
● ● - ● - -

Safety

net
- ● - - - -

Scaffold 

structure
- - ● - - -

Insulating 

glove
- - - - - ●

3. VR교육의 학습효과 평가도구 개발

3.1. CAMIL의 개요

VR 교육의 학습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

계로서 CAMIL 이론이 제안되었다(Makransky and 

Petersen, 2021). CAMIL 이론은 총 4단계의 세부 평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VR의 “기능요소” (1단계, 

Technological Factors)에 따라, 체험자 “행동유발” (2단

계, IVR affordances)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체험

자의 “정서&인지”(3단계,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지식학습” (4단계, Learning 

Outcomes)의 결과가 도출된다<Fig. 3>, <Table 5>. 상기의 4

단계 평가 프로세스 중에서, 1~3단계는 체험자가 체감하는 

것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성격의 평가요소로 분류

할 수 있고, 4단계는 체험자가 VR 교육을 통해 적정수준의 

학습성과 도출 여부와 관련된 객관적인 성격의 평가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CAMIL 이론에 기반하여, 체험자 관점에서

의 VR 교육의 학습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5. Four-step assessment process in CAMIL theory

Category Index Description Determinant

Technolo-

gical Factors

Immersion

Objective measure of the 

vividness offered by a 

system

- Extent of sensory

Control Factors

Degree of control 

afforded by the 

environment

-  Immediacy 

with which it is 

effectuated plays a 

central role

Representational 

Fidelity

How realistically the 

environment is displayed

-   Realism, smoothness 

of display

-   Consistency of 

object behavior

Control 

Factors

Presence A feeling of “being there”

-   Immersion

 Control Factors

-   Representational 

Fidelity

Agency
A feeling of generating 

and controlling actions
- Immersion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Interest

A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pecific 

topic

- Presence

- Agency

Motivation
Engaging in an activity for 

the built-in satisfaction

Self-Efficacy

One’s perceived 

capabilities for learning 

and performing actions

Embodiment
Being inside, having, and 

controlling a body

Cognitive Load
Limited capacity of 

working memory

Self- Regulation
Ability to manage one’s 

behavior

Learning 

Outcomes

Factual 

Knowledge

Knowledge of discrete, 

isolated content elements

- Interest

- Motivation

- Self-efficacy

- Embodiment

- Cognitive Load

- Self-regulation

Conceptual 

Knowledge

More complex, organized 

knowledge forms

Procedural 

Knowledge

Knowledge about how to 

do something

Transfer of 

Knowledge

Situation where learning 

that has taken place in 

one context impacts 

performance in another 

context

Fig. 3. Overview of CAMIL (Makransky and Peterse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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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효과 평가도구 개발

VR 교육의 학습효과 평가도구는 CAMIL 이론에 따라 총 

4단계의 세부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설문조사 형태로 개발

하였다. 첫째, CAMIL의 1~3단계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 

평가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체험자의 체감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항목별 대응하

는 질문을 개발함에 있어, CAMIL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

적인 설명자료와 함께, CAMIL 이론 관련 기존 연구들에 포

함된 질문 리스트를 참고하였다<Table 6>. 한편 인지부하

(Cognitive Load)는 다른 요인과 반대의 성격인 부정적인 요

인으로써, 해당 요인의 극복에 대한 평가로 변형하였다.

둘째, CAMIL의 4단계에 대한 학습효과 평가에 대해서는, 

선다형 문제 또는 단답형 문제를 포함하였다. 평가 문항의 

범위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와 1

차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였고, 그 이외에 추락방호

망, 비계구조 등 2차적인 예방요인, 그리고 감전 관련 절연방

호구는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지식학습”의 세부영역 

중, “절차지식”, “응용지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

하였다. 우선, “절차지식”에 대해서는, VR 교육(실험 유형 A, 

B)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건설업 기초안전ㆍ보

건교육의 기본교육 PT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 질문을 개발

하였다. 다음으로, “응용지식”에 대해서는, VR 교육 컨텐츠

인 쌍줄비계 작업환경에 대한 “사실지식”, “개념지식”의 연

장선상에서 거푸집 작업환경으로 대체하여 평가 질문을 개

발하였다. 상기의 평가 질문을 개발함에 있어서, 건설안전자

격시험과 건설안전교육자료를 참고하였고, 평가 질문의 적

절성 검토 및 난이도 조정을 위해 건설안전전문가와의 FGI

를 수행하였다<Table 7>.

4. VR교육의 학습효과 평가도구 적용

4.1.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학습효과 정보 수집

연구에서는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학습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2가지 유형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형 A(대조

군)인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은 사진기반 VR 컨텐츠를 시

청하는 방법이고, 유형 B(실험군)인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은 CG기반 VR 컨텐츠를 체험하는 방법이다<Table 8>. 상기

의 두 가지 유형의 실험(VR 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

교육에서, ‘작업별 위험요인’ 과목을 대체하여 수행하였다. 

VR 교육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존의 강의식 공통교육을 이

수하도록 하여 건설안전 및 추락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을 수행하였고, VR 교육을 이수한 후 상기의 학습효과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한 건설근로자는 총 68명이며, 유형 A에 

Table 6. Learning performance assessment indicators in sub-categories of CAMIL

Category

Technological Factors IVR Affordances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Immersion
Control 

Factors

Represen-

tational 

Fidelity

Presence Agency Interest Motivation
Self- 

efficacy

Embodi- 

ment

Cognitive 

Load

Self- 

regulation

Question types used in this study ● ● ● ● ● ● ● ● ● ● ●

Reference

Makransky & Petersen (2021) ● ● ● ● ● ● ● ● - ● ●

Buttussi & Chittaro (2018) - - - - - ● - - - - -

Makransky & Lilleholt (2018) - - - - - ● ● - - - -

Makransky & Petersen (2019) - - - - - ● - - - - -

Parong & Mayor(2018) - - - - - ● - - - - -

Olmos-Raya et al (2018) - - - - - - - - ● - -

Villena et al. (2019) - - - - - - ● - - - -

Klingenberg et al. (2020) - - - - - - - ● - - -

Makransky et al. (2019) - - - - - - ● ● - - -

Petersen et al. (2020) - - - - - - - ● - - -

Bruck et al (2009) - - - - - - - - - ● -

Table 7.  Learning performance assessment indicators in “Learning 

Outcomes” of CAMIL

Category

The number of Questions
Answer 

type
Additional 
materialsSafety 

helmet
Safety 
belt

Safety 
guardrail

Scaffold 
structure

Factual 

Knowledge
3 4 4 4

Multiple 

choice
Figure

Conceptual 

Knowledge
1 1 1 1

Short 

answer
Video

Procedural 

Knowledge
1 1 0 0

Multiple 

choice
Figure

Transfer of 

Knowledge
1 1 1 1

Short 

answer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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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반 건설안전교육이 건설근로자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 CAMIL 이론을 활용하여 -

38명, 유형 B에 30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개인정보

(나이, 성별, 자격, 경력, 사고경험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병

행하였다<Table 8>.

Table 8.  Participants’ information involved in the experimental 

types A & B

Group No. Age
Sex Certificate

Work

experience

Accident 

experience

male female Any None Any None Any None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46 35 3 9 29 16 12 3 35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6 28 2 9 21 12 18 1 29

본 연구의 실험 유형 A, B에 참여한 건설근로자의 학습효

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1~3단

계의 설문조사 결과는 기입한 수치(리커트 척도 5점)를 그대

로 활용하였고, 4단계의 “지식학습 (총 25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여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Table 9>.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1~5점 범위 스

케일러)를 활용함으로써, CAMIL 이론에 따른 영역별 비교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 궁극적으로, 실험 유형 A, B에 참여

한 건설근로자의 학습효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통한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n≥30, 등분

산), 통계분석패키지 소프트웨어 SPSS를 활용하였다.

Table 9. Evaluation result analysis 

Category Index Basis for calculation

Overall CAMIL 

Score

Technological Factors

Average of answers
IVR Affordances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Learning Outcomes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Interest

Rate of positive 

answers

Motivation

Self-efficacy

Embodiment

Cognitive Load

Self-regulation

Learning 

Outcomes

Factual Knowledge

Sum of correct 

answers

Conceptual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Transfer of Knowledge

4.2.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학습효과 수집 결과

4.2.1. CG기반 VR체험교육의 전반적 학습효과의 검증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VR 컨텐츠를 

활용하여, 사진기반 VR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 유형 A)과 

CG기반 VR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유형 B) 간 학습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AMIL 이론에 따라, 통합점수(Overall 

CAMIL Score), 기능요소(Technological Factors), 행위유

발(IVR Affordances), 정서&인지(Affective & Cognitive 

Factors), 지식학습(Learning Outcomes) 등 평가지표에 대

하여, t-test를 통한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평가

지표에 대하여, 두 가지 유형의 실험 유형 간에 평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CG기반 VR 체험교육(유형 B)을 이수한 체험자의 평균점

수를 살펴보면, “통합점수”(3.64), “기능요소”(3.80), “행위유

발”(3.57), “정서&인지”(3.75), “지식학습”(3.43)으로 나타났

다. 즉, 사진기반 VR 시청교육(유형 A)을 이수한 체험자의 

평균점수인 “통합점수”(2.79), “기능요소”(2.66), “행위유발”

(2.66), “정서&인지”(2.90), “지식학습”(2.95)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CG기

반 VR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실험 유형 B)을 이수한 체험

자의 학습효과가 사진기반 VR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 유

형 A)을 이수한 체험자보다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0>. 한편, <Fig. 4>, Figs. A1-A4를 통해, 각각의 평

가지표별 학습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가지표 중 “정서&인지”와 “지식학습”은 각각 주관적

과 객관적 평가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요

인별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 절에서 제시하였

다. 사전 단계의 지표는 원인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세부

적인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0. Statistical analysis of “Overall Learning Performance”

Index Experimental Group N M SD t p

Overall 

CAMIL Score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79 0.37

-7.883 0.000***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64 0.51

Technological 

Factors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66 0.51

-8.428 0.000***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80 0.61

IVR 

Affordances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66 0.58

-4.975 0.000***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57 0.92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90 0.56

-5.610 0.000***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75 0.69

Learning 

Outcomes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95 0.39

-3.527 0.001**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43 0.6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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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VR 교육의 일반적인 

차별성이라 할 수 있는 몰입감의 미흡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진기반 VR 시청교육(유형 A)의 경우, 2D화면을 활용하는 

강사의 일방적인 교육방식이기 때문에, 컨텐츠의 입체감 미

흡, 외부 교류와 화면 전환으로 인한 몰입감 미흡, 시청각에 

한정된 감각만 활용, 강의자의 시스템 대리 조작으로 인한 

이수자의 조작 부재 등 이슈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수자

가 체감하는 “기능요소”의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후속 영역인 “지식학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다. 궁극적으로 “통합점수”에서 학습효과의 차이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CG기반 VR체험교육의 “정서&인지” 효과의 검증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진기반 VR 시청교육(간접교

육방식, 유형 A)과 CG기반 VR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유

형 B) 간 “정서&인지”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AMIL 

이론의 3단계인 “정서&인지”의 하위요인으로서, 상황흥미

(Interest), 동기부여(Motivation), 자기효능(Self-efficacy), 

체득&체화(Embodiment), 인지부하(Cognitive load), 자기

절제(Self-regulation) 등 평가지표에 대하여, t-test를 통한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두 

가지 유형의 실험 유형 간에 평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CG기반 VR 체험교육(유형 B)을 이수한 체험자의 평균점

수를 살펴보면, “상황흥미”(3.93), “동기부여”(3.93), “자기

효능”(3.83), “체득&체화”(3.53), “인지부하”(3.60), “자기절

제”(3.67)로 나타났다. 즉, 사진기반 VR 시청교육(유형 A)

을 이수한 체험자의 평균점수인 “상황흥미”(2.66), “동기부

여”(2.76), “자기효능”(2.95), “체득&체화”(2.95), “인지부하”

(3.13), “자기절제”(2.95)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CG기반 VR 체험교육(직

접교육방식, 실험 유형 B)을 이수한 체험자의 “정서&인지” 

효과가 사진기반 VR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 유형 A)을 이

수한 체험자보다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11>. 

한편, Figs. A5-A10을 통해, 각각의 평가지표별 “정서&인

지” 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11. Statistical analysis of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Index Experimental Group N M SD t p

Interest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66 0.67

-7.451 0.000***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93 0.74

Motivation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76 0.88

-5.694 0.000***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93 0.78

Self- efficacy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95 0.80

-4.440 0.000***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83 0.83

Embodiment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95 0.84

-2.774 0.007**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53 0.90

Cognitive 

Load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8 3.13 0.74

-2.417 0.018*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60 0.86

Self- 

regulation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95 0.80

-3.584 0.001**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67 0.84

*p<.05, **p<.01, ***p<.001

한편,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CAMIL 이론에 따

른 1~2단계의 영향과 함께, VR 컨텐츠의 수행 관점에서의 

안전사고 체험 여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진기반 VR 시

청교육(유형 A)의 경우,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요인을 

관찰하는 성격의 교육인데 반해, CG기반 VR 체험교육(유형 

B)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전한 행동’을 체험자가 VR 

상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체험하는 성격의 교

육이다. 궁극적으로, 체험자 본인의 위험행동에 따른 안전사

고의 발생 경과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정서&인지” 효과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3. CG기반 VR체험교육의 “지식학습” 효과의 검증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진기반 VR 시청교육(간접

교육방식, 유형 A)과 CG기반 VR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유형 B) 간 “지식학습”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AMIL 

이론의 4단계인 “지식학습”의 하위요인으로서, 사실지식

(Factual Knowledge), 개념지식(Conceptual Knowledge), 

Fig. 4. Distribution of Overall CAMIL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CAMI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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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지식(Procedural Knowledge), 지식응용(Transfer of 

Knowledge) 등 평가지표에 대하여, t-test를 통한 평균차

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실지식과 개념지식에 대해서만, 두 

가지 유형의 실험 유형 간에 평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CG기반 VR 체험교육(유형 B)을 이수한 체험자의 평균점

수를 살펴보면, “사실지식”(3.66), “개념지식”(3.03), “절차지

식”(3.33), “지식응용”(3.00)으로 나타났다. 즉, 사진기반 VR 

시청교육(유형 A)을 이수한 체험자의 평균점수인 “사실지

식”(3.19), “개념지식”(2.29), “절차지식”(2.95), “지식응용”

(2.74)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에 따라, CG기반 VR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 실험 

유형 B)을 이수한 체험자의 “지식학습” 효과가 사진기반 VR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 유형 A)을 이수한 체험자보다 우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12>. 한편, Figs. A11-A14

를 통해, 각각의 평가지표별 “지식학습” 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CAMIL 이론에 따

른 3단계 “정서&인지”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진기반 VR 시청교육(유형 A) 대비 CG기반 VR 체험교육

(유형 B)의 “정서&인지” 효과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

수를 보였기 때문에, 후속 프로세스인 4단계의 “지식학습”의 

효과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절차지

식”과 “지식응용”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은 이유는, 앞서 2.2.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R 

교육(실험 유형 A, B)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평

가항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2. Statistical analysis of “Learning Outcomes”

Index Experimental Group N M SD t p

Factual 

Knowledge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3.19 0.56

-3.106 0.003**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66 0.68

Conceptual 

Knowledge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29 1.18

-2.417 0.018*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03 1.35

Procedural 

Knowledge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95 1.27

-1.189 0.239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33 1.40

Transfer of 

Knowledge

Type A. Photo-based 

audiovisual VR
38 2.74 1.06

-0.829 0.411
Type B. CG-based 

experiential VR
30 3.00 1.46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CAMIL 이론에 기반한 평가도구를 활용

함으로써, 사진기반 VR 시청교육 대비하여, CG기반 VR 체

험교육의 학습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t-test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습효과, “정서&인지” 영

역의 학습효과, “지식학습” 영역의 학습효과 관점에서, CG 

기반 VR 체험교육의 학습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VR 체험교육(시청교육이 아닌)의 필

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VR 체험교육의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교육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실험군 비교의 기준으로서, VR컨텐츠의 

교육방법(유형 A, B)으로만 분류지었다. 학습효과의 선행요

인으로 크게 교수자 요인, 학습자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Kim, 2013). 본 연구의 요인은 교수자 요인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학습자 및 환경 요인은 결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학습자의 개인특성으로서, 나이(특히 

고령), 자격 및 학력(건설 관련), 사고경험 여부, 각성도(수면, 

각성제 섭취) 요인이 있으며, 환경 요인으로서 온도, 습도와 

같은 교육장 쾌적도 등이 있다. 학습효과의 선행요인을 모두 

분석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구체적이며 정확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에 최적화된 교육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 CG기반 VR 체험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주제로서, VR 기반 건설안전교육 컨텐츠의 

상호작용(interaction)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VR 컨

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학습효과 개선을 검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학

습효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설안전사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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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반 체험형 교육방식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VR 기반 건설안전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컨텐츠 및 기자재 인프라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사진기반 VR 컨텐츠를 시청하는 방법(간접교
육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G기반 VR 컨텐츠를 체험하는 방법(직접교육방식, 유형 B)과 기존의 VR 시청교육(간
접교육방식, 유형 A) 간의 학습효과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AMIL (Cognitive & Affective Model of Immersive Learning) 기반의 객
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t-test(평균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CAMIL 이론에 따른 4단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VR 시청교육(간접교육방식) 대비하여 VR 체험교육(직접교육방식)의 학습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VR 기반 건설안전교육의 올바른 방법(시청교육이 아닌 체험교육)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VR 체험교육의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교육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가상현실, 체험교육, CAMIL, 건설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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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 Distribution of Technological Factors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CAMIL theory)

Fig. A2. Distribution of IVR Affordances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CAMIL theory)

Fig. A3. Distribution of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CAMIL theory)

Fig. A4. Distribution of Learning Outcomes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CAMIL theory)

Fig. A5. Distribution of Interest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Fig. A6. Distribution of Motivation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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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반 건설안전교육이 건설근로자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 CAMIL 이론을 활용하여 -

Fig. A7. Distribution of Self-efficacy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Fig. A8. Distribution of Embodiment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Fig. A9. Distribution of Cognitive Load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Fig. A10. Distribution of Self-regulation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Affective & Cognitive Factors)

Fig. A11. Distribution of Factual Knowledge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Learning Outcomes)

Fig. A12. Distribution of Conceptual Knowledge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Learning Outcomes)

Fig. A13. Distribution of Procedural Knowledge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Learning Outcomes)

Fig. A14. Distribution of Transfer of Knowledge Score between 

two experimental types A & B (in Learning Outco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