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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 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및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인 전북 I시 W 대학의 유아와 컴퓨터 교과목 수강생 유아교육과 1학년 40명에게

Ainsa(1992), Espinosa와 Chen(1996), Epstein(1993)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구성한 유아컴퓨터 교사교육 과정

을 14주간 실시하였다. Landerholm(1995)의 컴퓨터에 관한 태도 검사와 Spodek(1987)의 컴퓨터에 관한 불안

감 검사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두 종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

정은 예비 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개인적 태도뿐만 아니라, 전문적 태도를 향상시키며, 컴퓨터에 대하여 가

지고 있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유아 교사 교육(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computer anxiety), 예

비교사교육(preservice teacher education)

Ⅰ. 서론

최근 들어 컴퓨터가 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구로 인식되어지고, 그 활용의 범위가 확산

되어짐에 따라 컴퓨터를 교육과정에 적절히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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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컴퓨터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Haugland, 1992; NAEYC, 1996).

바람직한 유아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David & Shade, 1994). 교사들이 컴퓨터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교

육과정에 컴퓨터를 통합시키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려면, 교사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충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에 컴퓨터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Gatewood & Conrad, 1997). 교사들에

게 컴퓨터에 대한 충분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교사들은 컴퓨터에 대한 기술인 유능감,

그리고 교실 내에 컴퓨터를 통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다(Haugland,

2000). 따라서 교사교육과정에서 컴퓨터 활용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은 현직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지식, 그리고 교

수 실제에 영향을 미치며(진명희, 2001; Espinosa,& Chen, 1996; Landerholm, 1995), 예비교사

에게도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미친다(Savenye, Davidson & Orr,

1992).

이처럼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들에게, 발달에 적절한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교사나 예비교사를 위해 개

발된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도 미비하고 그 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

교육 현장에 적절한 유아컴퓨터 교사교육 과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예비

유아교사들에게 적용하여 컴퓨터에 대한 태도 및 불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1-1. 개인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전문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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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컴퓨터교육이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공적인 테크놀로지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로, 교실에서의 성공적인 컴

퓨터 적용을 위해서는 교사와 행정가들의 긍정적 태도가 요구된다.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

도는 교사 자신의 교수 활동에서의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생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컴퓨터 소양교육을 통하여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친

숙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이경우, 이영주, 2000).

교사가 컴퓨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면 컴퓨터 사용이 고무된다(Campell, 1989;

Dyck & Smither, 1994). 나아가 컴퓨터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유아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Ahl, 1976; Lichtman, 1979; Lawton & Gerschner, 1982).

Kim (2000)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컴퓨터 사용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교사들의 컴퓨터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Lichtman의 연구(1979)에서는 교사들이 컴퓨터

에 대하여 약간의 불안감은 가지고 있기는 하나, 컴퓨터는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

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Ahl(1976)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85%가 컴퓨터가 현재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

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이란 컴퓨터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두려움이다(Cambre & Cook,

1985). 교사들이 갖는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은 교수 과정에 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D'Ignazio, 1992), 이러한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은 적절한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Hoffman (1994)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지식의 부족이 교사들이 컴퓨터 사용을 회피하

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교사교육의

우선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Cambre와 Cook(1985)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5일

간의 단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개별 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되었다. 또

한 Savenye와 그의 동료들은 예비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육이 예비교사들의 불안감 감소와 긍

정적인 태도 증진을 가져온다고 보고한 바 있다(Savenye, Davis & Orr, 1992).

교사들의 컴퓨터에 관한 태도는 컴퓨터를 경험한 정도와 관련이 있다. 교사들은 컴퓨터 경

험이 많을수록(Koohang, 1987, 1989; Loyd & Gressard, 1986), 그리고 양질의 컴퓨터 소프트웨

어를 많이 경험할수록(Savenye, Haas, & Pollock, 1986), 컴퓨터에 대해 긍정적이다. Madse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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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stiani(1987)의 연구에서는 단기간인 15시간의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도 현직 교사들의 컴

퓨터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획득할 때, 교사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컴퓨터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컴퓨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Davis & Shade, 1994;Hoffman, 1994; NAEYC, 1996).

2 .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사교육과정

적절한 교사 훈련 없이 교사들이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Haugland

& Wright, 1997). OTA(1995) 보고서에 의하면 컴퓨터 등의 기술 공학은 교사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컴퓨터 등 기술 공학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 과정에서

조차 이러한 교육을 받아 보지 못하였다.

컴퓨터는 모든 유아교육 자료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유아교육 교실의 대부분 컴퓨터는 연습이나 훈련을 강조하는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Haugland & Wright, 1997). 발달적으로 적합한 컴퓨터 사용을 위해,

교실에서의 컴퓨터 활용 방법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이러

한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교사교육이다(Haugland & Wright, 1997;

Woodill, 1987; 김선영, 2001).

유아교육 현장에서 컴퓨터가 적절한 도구로 사용되려면 예비 유아교사에게 이에 관한 적절

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사훈련 프로그램에는 교사의 컴퓨터 사용

기술 획득보다는 전체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Hoffman,

1994). Hau gland(2000)에 의하면, 유아 학습을 극대화하고, 컴퓨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교사는 발달적으로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를 선정하고 이러한 자원을 교육과정에

통합시켜 컴퓨터가 유아의 학습경험을 지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또한 효과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평가 및 컴퓨터 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 등 이론

과 함께 실제적인 경험과 웍샵이 포함되어야 한다(Epstein, 1993).

Hyson 과 Eyman(1986)은 유아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유아 컴

퓨터 사용의 발달적 측면, 유아교육의 역사적·철학적·심리적·사회적 기초에 따른 컴퓨터

활용의 쟁점, 컴퓨터 활동의 목표·내용·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통합, 유아 관찰 기록의

필요성, 가정과의 연계성,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윤리 강령과 가치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컴퓨터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도록 전체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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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a(1992)나 Pollock(1991)에게서도 특히 강조되고 있다.

유아 컴퓨터 교사교육 관련 국내 연구는 유아 대상 컴퓨터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나 교

사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이중 일부 연구(김경철, 유구종, 1994; 박

은혜, 홍용희, 1997; 이현옥, 김영실, 박정민, 조경자, 1995)에서 컴퓨터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부분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들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은 유아의 컴퓨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교사가 컴퓨터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로, 김선영(2001)은 유아 컴퓨터 사용에 대한

찬반론, 발달적 적합성, 발달에 적합한 컴퓨터 활용 및 컴퓨터 문식성(computer literacy), 바람직한

컴퓨터 영역 구성, 컴퓨터 선행활동, 적절한 소프트웨어 선정, 컴퓨터 활동 및 교육과정의 통합, 적

절한 인터넷 싸이트 검색 및 평가 등을 컴퓨터 교사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 I시에 소재한 W 대학에서 유아와 컴퓨터 라는 교과목을 수강한 예

비유아교사 40명이다. 유아와 컴퓨터 라는 교과목은 전공 선택과목으로서 1학년 2학기에 개설

이 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세부항목 빈도(백분율)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온

시간

6개월 미만 2(5.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5)
1년이상-2년 미만 7( 17.5)
2년 이상 30( 75.0)

교양과목으로서 컴퓨터 과목 수

강 여부

수강경험 유 0( .0)

수강경험 무 40(100.0)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유 여부
있다 25( 62.5)

없다 15( 37.5)

전체 40(100.0)

연구대상 예비유아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온 시간이 2년 이상이 75.0%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7.5%가 1년 이상 2년 미만이었고, 나머지 7.5%의 교사들은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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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온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양과목으로 컴퓨터과목 수강여부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모두가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유 여부에 대하여 62.5%가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 연구도구

1) 컴퓨터에 대한 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도구로 컴퓨터에 대한 태도 검사 를 사용하였다. 컴퓨터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태

도와 전문적 태도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anderholm (1995)의 Attitude Towards Computers(ATC)를 사용하였다. ATC는 컴퓨터에 대

한 개인적 태도 6문항과 전문적 태도 4문항의, 총 10개의 문항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이를 번안하여 유아교육 전공 석사과정생 2인에게 실시한 후 이들의 반응을 참고

하여 번역문의 표현을 부드럽게 수정하였다. 이를 다시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

를 검증 받았다. 긍정적인 문항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는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는 1점으로 채점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하도록 하였다.

2)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도구로 컴

퓨터에 대한 불안감 검사 (Preassessment of Anxiety, Spodek, 1987)가 사용되었다.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을 평가하기 위해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5개의 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

안하여 유아교육 전공 석사과정생 2인에게 실시한 후, 결과를 참고하여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

도록 번역문을 수정하였다. 이를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긍정적

인 문항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는 5점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는 1점으로 채점을 하였

으며,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하도록 하였다.

3) 유아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본 연구에서는 유아 컴퓨터 교육을 위한 직전교사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Ainsa(1992), 그리고 Espinosa와 Chen(1996), 그리고 Epstein (1993)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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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 컴퓨터교육을 위한 직전교사 교육과정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지식, 발달에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내용, 통합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기초 및

실제, 컴퓨터 활동에 대한 교사의 자기반성 및 집단 토의 등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

내용영역 내용선정준거 교사교육과정 내용

영역 Ⅰ: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기초지식

Espinosa &
Chen(1993)

ㆍ컴퓨터 하드웨어 및 마우스 사용법

ㆍ프린터 사용 방법 및 케이블 연결 방법

ㆍ인터넷 접속 방법 ㆍ자료 검색 방법

ㆍ전자메일 사용 방법ㆍ워드 프로세서 사용 방법

영역 Ⅱ:
발달에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내용

NAEYC(1996)
·발달에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발달

적 잇점, 효과

Haugland & Shade
revised edition(1996;
Haugland & Wight,
1997), 이경우(1999)

·발달에 적절한 유아 컴퓨터 활동 및 그 효과

·유아 발달에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싸이트

및 평가준거, 교수 자료 제작에 적절한 인터넷 싸

이트

영역 Ⅲ:
통합적 적용을 위한 이

론적 기초 및 실제

Epstein(1993) ·교실에서의 컴퓨터 활동에 대한 비디오

이경우(1999)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발달영역간의 통합활동

예) 올리의 그림동화, 밀리의 수놀이가게, 띵크인

띵즈 1, 새미의 과학놀이방, 할머니와 둘이서

영역 Ⅳ:
유아 컴퓨터 활동에 대

한 교사의 자기반성 및

집단토의

Epstein(1993)
·교사의 저널쓰기

·집단토의로서 그룹 토의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토의

3 .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1년 8월 13일부터 12월 17일에 걸쳐 예비검사 2주, 사전검사 1주, 유아컴퓨터

교육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의 실시 14주, 사후검사 1주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1) 예비검사

연구도구의 적합성 검토와 검사방법 및 검사 시간, 그리고 검사 절차의 확정을 위하여 8월

13일에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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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사 환경과 동일한 강의실에서 검사자가 예비유아교사에게 질문지를 제공한 후 응답

하도록 요구하였다. 검사자로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사과정 1인이

참여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이었다. 예비 검사 결과 도구의 사용에 있어

큰 무리가 없었으며 검사의 과정이나 소요시간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전 검사

2001년 8월 27일 교과목이 개설된 첫날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언급없이 연구자가 검사지를 배포하고 15분 지난 후에

회수하였다.

3) 유아컴퓨터교육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의 실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육에 관한 교과목이 개설된 두 번 째 주 9월 3일부터 12월 8

일까지 사전검사 1주와 사후검사 1주를 제외한 총 14주간(매주 1회 3시간씩 총 14회 42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를 위해 실험에 참여하는 예비유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그리고 연구 도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예비유아교사교육의 일환으

로 홈페이지를 통한 그룹 토의 및 대화, 이메일 채팅 등 온라인 상에서 수업에 대한 질문과 개

인적인 의견에 대해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토론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유아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이론 및 실습

1차 교육은 사전검사 후 두 번째 주부터 9주까지 총 8회 실시하였다. 유아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② 교실에의 적용 및 토의

2차 교육은 사전검사 후 10주에서 15주까지 총 6회 실시하였다. 교수와 함께 토의한 내용을

실제 모의수업으로 연결시키며, 이에 관하여 그룹토의 및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근거한 저널

쓰기를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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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검사

2001년 12월 10일 마지막 주에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3>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유아컴퓨터 교육과정 실시 내용 및 일정

이론적 경험(기초적, 이론적 지식) 실제적 경험(웍샵및 교실에서의 적용 평가)
1주 - 사전검사 -------

2주
- 유아 컴퓨터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발달적 잇점과 효과

-------

3주
- 유아 컴퓨터 교육에 대한 NAEYC 의 입

장

- 발달에 적절한 유아 컴퓨터 활동

-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개괄

- 홈페이지 접속하기

- 이메일 등록하기

4주
- 유아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평가기준

(Haugland, CSR, 이경우의 준거)

- 다양한 소프트웨어 탐색

- 유아를 위한 소프트웨어 탐색 및 준거에 따른

분석

5주
- 유아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평가 준

거 작성해보기

- 다양한 소프트웨어 탐색

- 유아를 위한 소프트웨어 탐색 및 준거에 따른

분석

6주
- 유아 컴퓨터 영역 운영의 실제 및 교사의

역할

- 컴퓨터 영역을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 교실 의

비디오 관람

7주

- 유아를 위한 적절한 인터넷 싸이트 준거

소개(Haugland, CSR 기준)
- 교사의 교수활동을 위한 적절한 인터넷

싸이트 소개

- 유아와 교사를 위해 적절한 인터넷 싸이트 탐

색 및 준거에 따른 분석

8주
-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준거 및 인터넷 싸

이트 준거 분석

- 유아와 교사를 위해 적절한 인터넷 싸이트 탐

색 및 준거에 따른 분석

9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통합적 교육과정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 실제적으로 수업한 사례 분석

10주
- 유아 컴퓨터 활동에 적절한 통합적 접근

제시(이론 및 실제)
예) 올리의 그림동화 만들기

- 유치원 교육과정과 통합 가능한 소프트웨어 선

정 및 발달영역간 통합적 교육계획안 작성

11주
- 유아 컴퓨터 활동에 적절한 통합적 접근

제시(이론 및 실제)
예) 띵크인띵즈 1

- 유치원 교육과정과 통합 가능한 소프트웨어 선

정 및 발달영역간 통합적 교육계획안 작성

12주
- 유아 컴퓨터 활동에 적절한 통합적 접근

제시(이론 및 실제)
예) 밀리의 수놀이 가게

- 교수 실제 적용에 관한 교사의 저널쓰기

- 경험을 공유하기

- 단원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탐색및 활동 개발

13주
- 유아 컴퓨터 활동에 적절한 통합적 접근

제시(이론 및 실제)
예) 새미의 과학놀이방

- 교수 실제 적용에 관한 교사의 저널쓰기

-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 단원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탐색및 활동 개발

14주
- 유아 컴퓨터 활동에 적절한 통합적 접근

제시(이론 및 실제)
예) 할머니와 둘이서

- 교수 실제 적용에 관한 교사의 저널쓰기

-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 단원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탐색및 활동 개발

15주
통합적 접근에 관한 교수실제에 있어 교사

의 저널에 대한 분석
교수자료로 활용가능한 컴퓨터 교수자료 제작

16주 사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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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연구문제를 위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두 종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두 종속표본 t 검

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전체 태도 및 개인적·전문적 태도

내용

사전 사후

증가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태도 3.38 .25 3.95 .36 .57 10.50***
개인적 태도 3.37 .30 4.17 .43 .80 12.08***
전문적 태도 3.38 .37 3.72 .12 .34 5.10***

***p<.001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태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예비유아교

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전체 태도는 사전 검사의 경우 3.38였으나, 사후 검사의 경우 3.95로서,

.57이 증가하였다. 증가분에 대하여 두 종속표본 t 검증해본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t=10.50, p<.001).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 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개인적 태도의 경우 사전 검사는 3.37였으나, 사후 검사는 4.17로,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12.08, p<.001). 전문적 태도의 경우 사전

검사는 3.38였으나, 사후 검사는 3.72로 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 태도는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5.10, p<.001). 즉, 컴퓨터 교사교육을 통해, 교수활동

에의 활용에 대한 태도보다는 일상적인 개인적인 활용에 대한 태도가 더 많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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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각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각각의 문항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서대로 살펴보면,「나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 원한

다」 문항에서 교사들은 사전검사시 3.30이었으나, 사후검사시 4.5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8.89, p<.001).「나는 동료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컴퓨터 사용

에 대하여 권한다」문항에서 사전검사시 3.18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4.18로 유의수준 .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28, p<.001). 「내 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문항 역시 사전검사시 3.28이었으나, 사후검사시 4.25로 유의수준 .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92, p<.001). 그 외에도 「컴퓨터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5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다」문항과 「만약 여유가 된다면, 컴퓨터와

<표 6>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 태도

항

목

번

호
내용

사전 사후

증가분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

문

적

태

도

10
모든 유아들은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55 .55 4.33 .69 .77 7.03***

6
모든 유아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을 알아야 한다.
3.73 .60 3.78 .80 .05 .28

7 컴퓨터는 학습하는 것을 즐겁게 만든다. 3.58 .50 3.93 .57 .35 3.82***

3
유아들의 교실에 컴퓨터가 반드시 도입

이 되어야 한다.
2.68 .80 2.88 .94 .20 2.73***

***p<.001

<표 5>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개인적 태도

항목 번호 내용

사전 사후

증가분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

인

적

태

도

1
나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 원

한다.
3.30 .88 4.50 .68 1.20 8.89***

2
나는 동료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컴

퓨터 사용에 대하여 권한다.
3.18 .68 4.28 .78 1.10 7.28***

4
내 생활에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28 .64 4.25 .63 .97 6.92***

5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는 내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4.32 .53 4.34 .58 .02 .09

8
컴퓨터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5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다.
3.10 .71 3.93 .83 .82 5.30***

9
만약 여유가 된다면, 컴퓨터와 그

외 컴퓨터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더 구입하고 싶다.
3.08 .89 3.78 .83 .70 4.5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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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컴퓨터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더 구입하고 싶다」문항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30, p<.001; t=4.58, p<.001). 즉, 컴퓨터 교육에 대한 요구, 일상

생활 속에서 컴퓨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컴퓨터 활용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을 위해 관련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태도에 관한 문항 중 「나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 원한다」는 사전검사 점수가

3.30에서 사후검사 점수 4.50으로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 교사교육과

정을 통해 특히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으며, 따라서 컴퓨터 사용법에 대한

교육 기회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된 것이라 해석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태도에 관한 문항 중「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전검사의 평균이 4.32로 높은 반면, 사후검사 점수는 4.34로 가장 적게 증가

하였다. 이는 컴퓨터교사교육과정의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이미 예비교사들이 컴퓨터의 다양

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해석된다. 현대 사회에서 컴퓨

터는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컴퓨터의 다양한 역

할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컴퓨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전문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모든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아야 한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은 사

전검사시 3.55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시 4.3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t=7.03, p<.001), 「컴퓨터는 학습하는 것을 즐겁게 만든다」문항은 사전검사시

3.58이었으나, 사후검사시 3.9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82, p<.001).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교실에 컴퓨터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문

항은 사전검사시 2.68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시 2.88로 나타나, 다른 문항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그 인식이 저조하였다.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3,

p<.001). 즉, 컴퓨터 접근(computer access)에서의 평등성과 학습 보조 도구로서의 컴퓨터의 가

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나 유아교실에 컴퓨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향상되었다.

전문적 태도에 대한 문항 중 「모든 유아들은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

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컴퓨터 교사교육을 통하여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컴퓨터 접근의 평등

성에 대한 인식이 특히 많이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접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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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 컴퓨터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computer literacy) 을 얻게 되는 것

은 가장 바람직한 컴퓨터 교육 방법이다. 때문에 일상적으로 컴퓨터에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유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주어져야하는 경험이

다. 또한 연구 결과 「컴퓨터는 학습하는 것을 즐겁게 만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태도의 향

상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는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도구로, 학습이

재미있고 효과적이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컴퓨터 접근에서의 평등성과

학습 보조 도구로서의 컴퓨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유아교실에 컴퓨터의

바람직한 통합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2 .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두 종속표본 t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

문항

번호
내용

사전 사후

증가분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솔직히 컴퓨터를 만지는 것이 두렵다. 3.05 .78 4.52 .71 1.47 8.08***

2
컴퓨터를 사용할때면 종종 컴퓨터가 고

장날까봐 두려워한다.
3.17 .96 3.67 1.27 .50 3.87***

3
사람들이 컴퓨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

할 때면 긴장하게 된다.
3.00 .51 3.42 .59 .42 4.23***

4
컴퓨터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두렵다.
3.42 .51 3.70 .79 .27 2.90***

5 컴퓨터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즐겁다. 3.60 .63 4.67 .66 1.07 8.90***

***p<.001

불안감에 대한 문항 중 가장 큰 향상을 나타낸「솔직히 컴퓨터를 만지는 것이 두렵다」문항

은 사전검사시 3.05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시 4.52로 나타나 1.47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t=1.47, p<.001). 다음으로는 「컴퓨터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즐겁다」는 문항은 사전검

사시 3.60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시 4.67로 나타나 1.07의 다소 큰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07, p<.001). 다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면 종종 컴퓨터가

고장날까봐 두려워한다」는 문항은 사전검사시 3.17이었으나 사후검사시 3.67로 나타나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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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7, p<.001). 「사람들이 컴퓨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면

긴장하게 된다」는 문항은 사전검사시 3.00이었으나, 사후검사시 3.42로 총 .42가 증가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23, p<.001).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

을 만나면 두렵다」는 문항은 사전검사시 3.42가 증가한 반면, 사후검사시 3.70이 증가하여 .27

의 다소 작은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0, p<.001).

즉, 예비유아교사들의 불안감과 관련하여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

터에 관한 불안감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제적인

컴퓨터 조작에 대해 두려워하는 감정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컴퓨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컴퓨터 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연구로서,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관련연구와 연관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태도 영역인 개인적 태도와 전문적 태도에서는 특히 전문적 태

도에 비하여 개인적 태도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과목 수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관련한 태도를 조사한 Savenye,

Davidson & Orr(1992)의 연구, Madsen과 Sebastiani(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은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사라지

고, 또한 컴퓨터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교

과목 수강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관련된 불안감이 완화되었다는 Savenye,

Davidson & Orr(1992)의 연구, 진명희(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예비유아교사들의 경우 과반수가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과

반수 훨씬 넘는 수가 2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왔으나,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컴퓨터에 대

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사전검사에서 컴퓨터에 대한 상당

한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불안감은 컴퓨터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많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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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절한 교육

기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나 불안감은 적절한 교사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태도나 지식은 유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된 바에 기초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위한 유아 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현직

교사들의 컴퓨터에 관한 태도가 컴퓨터를 경험한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Koohang(1987,

1989)의 연구나 Loyd와 Gressard(1986)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

뿐 아니라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은 제 발달영역간의 통합 및 제 교과영역간의 통합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른 초·중등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르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연수가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컴퓨터 교사교육과정처럼 실제 유아교실에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교사연수과정이 연구되고 계획되어야할 것이

다. 이러한 교사연수과정은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실상황에 적

절한 컴퓨터의 적용을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컴퓨터에 대한 단순한 기술 측면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과목과

연관된 통합적인 방법을 다루며,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도록 구성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

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NAEYC(1996)의 교실 내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입장에 대한 지침에

서도 강조되는 바로서 유아들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유

아교육자들을 위한 심도있는 훈련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의 실시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이 스스로 컴퓨터에 관하여 배우고 관련한 경험을 다른 예비유아교

사들에게 권하며 자신들의 삶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하

여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컴퓨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자재의 구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다른 교수자료에 비하여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기자재의 가격

이 비싸, 개인적으로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이라 여겨진다. 유아교육

에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프린터ㆍ스캐너 등 관련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과정이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컴퓨터 교사교육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예비 및

현직 컴퓨터 교사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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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on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and Anxiety Toward

Computers

Kim, Yo ung-Sil* ·Kim, Na -Rim**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on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and anxiety toward computers.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What is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on preservice teacher's individual

and professional attitudes toward computers? 2)What is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on preservice teacher' s anxiety toward computer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 students of freshman at W Univerity in I city. The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in this study was constructed by researchers based on Ainsa(1992), Espinosa & Chen(1996)

and Epstein(1993)'s study. It was used over a 14-week period. The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and anxiety toward computers instruments were administered and analyzed by M,

SD, two paired t-tests, with spss/ pc program. The study results foundthat 1) The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increased positively preservice teacher's individual and

professional attitudes toward computers and 2) it decreased preservice teacher's anxiety

toward computers.

*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 Professional Lecturer, Jeonju Technic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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