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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컴퓨터 활용을 통한 유아의 정보능력에 있어 가정에서의 컴

퓨터 사용유무,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교육 경험  교육의 형태, 부모의 컴퓨터 

활용교육에 한 찬부(贊否)가 유아의 정보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기 해 주시에 소재한 5개 유치원에 재원 인 4세 유아 118명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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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사회는 교육에서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변화시켰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던 기능 심의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정리, 분석,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창의력 심의 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미국은 

1993년 발표한 ‘ 미(全美) 정보 기반 행동’에서 정보통신을 활용한 교육의 미래상

에 해 학습자는 최고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 고, 일본은 1994년 ‘21세기의 

지 (知的)사회에 한 개 -정보통신 기반 정비 로그램-’을 통해 ‘정보 지식의 사

회, 경제  가치가 높아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정보 지식이 가장 요한 자원이 

된다.’는 인식으로 일 이 정보를 요한 자원으로 여겼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갈 사회의 생존에 요한 

건이 된다(손미, 1999). 

정보사회에 능동 으로 처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교육에서 강조된 문자 해독과 

법칙의 습득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에 한 교육이 부(富)가 되며, 통 

교육에서 강조되지 않았지만 정보사회의 도래로 필요성이 두된 정보능력 향상이 

교육의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 기에는 정보를 독 하 지만 지 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사회 후기로 어들었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

에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갖추는 것은 단히 요

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교육은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정보능력

을 키워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정보능력이란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

으며 필요한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는 능력 즉,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며, 정보능력 교육의 목 은 ‘컴퓨터 이용 능력’의 함양으로, 컴퓨터 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 련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 처리 이용하는 

것이다.

정보교육에 한 것은 컴퓨터의  사용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컴퓨터의 출

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련 기술 에서도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에 근할 수 있게 하고,  세계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컴

퓨터 통신망이다. 인터넷의 속한 확산으로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은 일상이 되었으

며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10여년 부터 인터넷을 교육 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미국은 등교육과 유아교육의 교육과정에 인터넷 교육을 포함시키

고 유아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학습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유구종, 김종연, 2002). 



 유아의 정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3

정보화에 의해 교육의 모습이 바 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  흐름에 부흥

하여 국가  교육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

어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자

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제로 인터넷 활용과 정보능력 함양 교육

에 을 두고 있으며(교육인 자원부, 2007), 2006년 정보화에 한 연차보고서에

서는 교육정보화 종합 발 을 계획하고 교육정보화 발 을 한 구체 인 방법으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e-learning, 디지털 학술정보공유 등 반 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민국정부, 2006). 이 듯 계속 인 정보교육

의 강조로 2005년 재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반 에 가까운 

47.9%로 나타났으며 컴퓨터를 하는 연령이  하향화 되고 사용빈도 한 증

가하고 있다(경향신문, 2006. 02. 03).

유아교육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한 입장을 제시한 Haugland(2000)에 의하면 인

터넷은 유아의 문제해결력, 비  사고능력, 결정능력, 창의  능력, 언어  기술, 

지식, 연구기술, 정보 종합능력, 사회  기술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홍혜경, 정용은, 2005 재인용). 이 게 본다면 인터넷 활용은 유아에

게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유아의 정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교수매체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아, 아동과 련한 인터넷 정보활동과 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등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부분이며 어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을 

통한 연구(송선화, 2003; 이민혜, 2006; 윤미미, 2002), 수학교육(서상 , 2006), 미술교

육(김윤정, 1994), 사회교육(박경숙, 2002; Kadan, 1990)등 특정 역에서의 효과를 

심으로 개된, 인터넷을 활용한 인지 발달  측면을 다룬 연구들이다.  등교육

의 경우 활발히 개되어 온 것에 비하면 유아교육은 미흡한 실정으로 유아를 상

으로 하는 인터넷 활용 교육과 정보능력의 신장에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된다. 

다만 유아교육 정보화교육과 련하여 몇 편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유아교육

기  인터넷 활용교육의 황  문제 (유구종 외, 2002), 유아교육기  인터넷 활

용 교육의 황  발  방안에 한 연구(김종연, 2002), 유아교육기  교사의 인

터넷에 한 인식과 인터넷 정보활용에 한 조사 연구(강선 , 2002), 유아 컴퓨터 

교육을 한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  인터넷 정보활용에 한 연구(김선 , 2001)

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사 심의 정보활용에 한 연구들이

다. 그러므로 정보능력이 생존의 건이 될 정보화 시 를 살아갈 유아의 응을 

돕기 해 유아의 정보능력에 한 황을 악하고, 련 변인에 따라 정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유아를 상으로 인터넷 련 변인별 연구를 찾아보면 유구종과 동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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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지역, 기 , 경력, 직  변인으로 나 어 황을 분석하 고, 양연임(2000), 

유구종과 이 균(2000)은 연령변인에 따라 발달 양상을 보고하 다. 그리고 홍혜경, 

정용은(2005)은 지역, 연령, 성에 따라 정보능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분석하 다. 

이러한 변인들과 함께 유아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과 부모를 꼽을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출생 후 최 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의 단 로 가장 직

인 향을 받는 환경(권민선, 최 숙. 2004)이며 가정 내 보육의 심에는 부모가 

있다. 유아는 부모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 발달해 나

가는 존재(김진 , 김정원, 선옥, 2001)로 부모는 유아의 정상 인 발달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과 련하여 유아의 가정에서의 활동  부모

변인에 따라 유아의 정보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무하다. 그러므로 가정에

서의 컴퓨터 사용 유무와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에 한 부모의 찬부(贊否)를 조사

하여 분석하는 것은 유아를 한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컴퓨터 활용을 통한 유아의 정보능력에 있어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유무, 유아교육기 에서의 경험(정규교육과정으로 컴퓨터 활용교육 실

시 유무  실시 기 의 컴퓨터 활용교육의 형태), 부모의 컴퓨터 활용교육에 한 

찬부(贊否)가 유아의 정보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 으로써 유아의 정

보능력 발달  향상을 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 목 에 기 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정보능력은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정보능력은 유아교육기 에서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컴퓨터 활용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컴퓨터 활용교육의 활동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정보능력은 부모의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라북도 주시에 치한 5개 유치원에 재원 인 4세 유아 

118명(남아 66명/여아 52명)이다. 이는 화랑유치원의 운 보고(1999), 양연임(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4세아의 컴퓨터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5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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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과정에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3곳과 컴퓨터 활용은 하지만 컴

퓨터 활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2곳이다. 한 4세 유아를 상으로 선정한 

것은 유아들이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평균 연령은 3.2세이라는 통계(이 주, 2006)

와 화랑유치원의 운 보고(1999), 양연임(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4세 유아의 컴퓨

터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2. 연구 도구 

 

1) 유아정보능력 측정도구

유아의 정보능력을 측정하기 해 홍혜경, 정용운(2005)이 개발한 정보능력 측정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컴퓨터 활용태도(4문항)·조작능력(10), 정보 

검색능력(10), 정보 활용 능력(6)의 4개 하  역과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  

척도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반의 담임교사가 평정하

다. 본 연구의 상 연령을 고려하여 컴퓨터 활용태도 2문항, 조작능력 2문항, 정

보검색 능력 2문항, 정보 활용능력 2문항을 삭제하고 총 22문항을 사용하 다. 홍혜

경과 동료들(2005)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높

게 나타났으며, 30개의 각 문항을 제거한 경우에도 신뢰도는 .89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몇 개 문항의 제외가 있더라도 신뢰도에는 변화가 없다. 

2) 기 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의 실태  교육형태 조사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 담임교사 보고식의 설문으로 기

에서 유아가 컴퓨터 활용교육을 하는 경우와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질문과 

컴퓨터 활용교육을 하는 경우에 교육의 형태를 묻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 에서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유(有), 활용교육을 하지 않는 경

우 무(無)로 표기하게 하고,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기 은 교사와의 수업을 통한 강

의식 수업일 경우와 따로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교실에 컴퓨터 역이 있어 자유롭

게 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들어 표기하게 하 다. 

3)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유무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조사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 부모 보고식의 설문으로 가정에서 

유아가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질문과 유아 컴퓨터 활

용교육에 한 부모님의 찬부를 묻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에서 유아

가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를 유(有),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無)로 표기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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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조사는 유아에게 컴퓨터 활용교육이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찬(贊), 아직 유아에게는 컴퓨터교육이 어렵고 필요하지 않다

고 생각되면 부(否)로 표기하게 하게 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 연구자가 선정된 5개의 유치원을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각 교사들에게 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집하 다. 

회수된 설문지를 통해 4세 유아의 정보능력과 변인들과의 련을 알아보기 해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1.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유무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비교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유무에 따른 유아정보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1

과 같다.

〈표 1〉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유무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M(SD)  

유아의 정보능력
사용 한다

n=85

사용하지 않는다

n=33
t

컴퓨터 활용태도 2.97( .55) 2.24( .57) 6.352

컴퓨터 조작능력 2.68( .40) 1.99( .48) 7.96

정보 검색능력 2.09( .35) 1.36( .43) 9.539

정보 활용능력 1.24( .37) 1.08( .16) 2.458***

체 정보능력 2.23( .29) 1.62( .37) 9.417
  

 ***p〈.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유무에 따른 유아의 체 정보

능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유무에 따른 유아의 정보능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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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능력의 하 역  정보 활용능력에서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집단(M=1.24, 

SD=.37)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M=1.08, SD=.16)간에 유의미한 차이(t=2.458, p<.001)

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집단이 사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정보 활용능력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비교

2-1.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비교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유아교육기관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M(SD)

유아의 정보능력
교육 한다

n=57

교육하지 않는다

n=61
t

컴퓨터 활용태도 3.18( .50) 2.39( .53) 9.373**

컴퓨터 조작능력 2.86( .32) 2.15( .44) 9.951**

정보 검색능력 2.12( .39) 1.66( .48) 5.695**

정보 활용능력 1.30( .37) 1.09( .25) 3.688***

체 정보능력 2.24( .28) 1.80( .36) 9.024**
 

   **p〈.01, ***p〈.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여부에 따른 유아의 

체 정보능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9.02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집단(M=2.24, SD=.28)이 활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M=1.80, SD=.36)보다 정보능력의 모든 하 역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

다.  

유아교육기 에서 컴퓨터 활용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유아 활용정보능력의 하

역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활용태도에서는 컴퓨터교육을 실시한 집단(M=3.18, SD= 

.50)과 실시하지 않는 집단(M=2.39, SD=.53)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9.37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조작 능력에서도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한 

집단(M=2.86, SD=.32)과 실시하지 않은 집단(M=2.15, SD=.44)간에 유의미한 차이

(t=9.95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검색능력에서도 교육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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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M=2.12, SD=.39)이 실시하지 않은 집단(M=1.66, SD=.48)보다 높게 나타나 유

의미한 차이(t=5.695, p=<.01)를 보 다. 한 정보 활용능력에서도 교육을 실시한 

집단(M=1.30, SD=.37)과 실시하지 않은 집단(M=1.09, SD=.25)간에도 유의미한 차이

(t=3.688, p<.001)가 나타났다. 즉, 유아정보능력은 유치원에서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

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는 집단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2. 실시 기 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형태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비교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기 에서의 교육 형태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의 차이

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실시 기관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형태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M(SD)

유아의 정보능력
강의식

n=20

자유 놀이식

n=37
t

컴퓨터 활용태도 2.05( .69) 1.55( .51) 2.52*

컴퓨터 조작능력 22.43( 4.73) 14.5(3.78) 5.57***

정보 검색능력 24.14(3.80) 14.9( 1.52) 9.55***

정보 활용능력 9.95( 2.50) 6.35( .25) 5.47***

체 정보능력 14.61( 1.28) 9.33( 1.13) 16.14***

  **p〈.01, ***p〈.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형태에 따른 유아의 

체 정보능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16.1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강의식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집단(M=14,61, SD=1.28)이 자유 놀이

식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집단(M=9.33, SD=1.13)보다 정보능력의 모든 하 역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활동형태에 따른 유아 활용정

보능력의 하 역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활용태도에서는 강의식 교육을 실시한 집

단(M=2.05, SD= .69)과 자유 놀이식 교육을 실시하는 집단(M=1.55, SD=.51)간에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52,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조작 능력

에서도 강의식 교육기 (M=22.43, SD=4.73)과 자유 놀이식 교육기 (M=14.5, 

SD=3.78)간에 유의미한 차이(t=5.5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검색

능력(t=5.47, p=<.001)과 정보 활용능력(t=5.47, p<.001)에서도 강의식 교육기 이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정보능력은 유치원에서 컴퓨터 활용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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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는 집단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비교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에 따른 유아정보능력

M(SD)

유아의 정보능력
찬성

n=94

반

n=24
t

컴퓨터 활용태도 2.95( .54) 2.04( .51) 7.465

컴퓨터 조작능력 2.68( .39) 1.76( .28) 10.761*

정보 검색능력 2.07( .35) 1.15( .15) 12.674**

정보 활용능력 1.23( .36) 1.04( .10) 2.580***

체 정보능력 2.22( .29) 1.43( .17) 12.679**
  

  *p〈.05, **p〈.01, ***p〈.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에 따른 유아

의 체 인 정보능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12.679, p=<.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을 찬성하는 집단(M=2.22, SD=.29)

이 반 하는 집단(M=1.43, SD=.17)보다 컴퓨터 활용태도를 제외한 정보능력의 모든 

하 역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보능력의 하 역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활

용태도에서는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컴퓨터 조작능력에서는 활용교육을 찬성하는 집단(M=2.68, 

SD=.39)과 활용교육을 반 하는 집단(M=1.76, SD=.28)간에 유의미한 차이(t=10.761,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검색능력에서도 교육을 찬성하는 집단

(M=2.07, SD=.35)이 반 하는 집단(M=1.15, SD=.15)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

이(t=12.674, p<.01)를 나타냈다. 정보 활용능력 역시 교육을 찬성하는 집단(M=1.23, 

SD=.36)이 반 하는 집단(M=1.04, SD=.1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한 유의미한 

차이(t=2.580, p<.001)를 나타냈다. 즉, 유아의 정보능력은 부모가 유아 컴퓨터 활용

교육에 정 인 생각을 가진 찬성 집단이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을 반 하는 집단

보다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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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컴퓨터 활용 유무, 유아교육기 에서의 경험(컴퓨터 활용

교육실시 유무  실시기 의 교육형태),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

의 요인들이 유아의 정보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탐구를 목 으로 

하 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 실을 악하여 교육계획이나 교육실제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로 장에서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와 부모,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유무에 따른 유아의 정보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체 정보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인 정보능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보능력의 하 역  정보 활용능력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 즉,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컴

퓨터 활용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자주 경험하면서 정보를 

활용한 상호작용  사후활동 등의 작업-필요한 정보를 찾아 자료를 정리하고, 꾸

며서 발표 는 게시하는 행  보다 정교해져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가정에서는 유아의 컴퓨터 사용에 심을 가지고, 유아의 발달단계에 

한 안내를 제공해 주는 노력이 요구된다(Haugland& Ruiz, 2002).

둘째,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실시유무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체 정보능력과 모든 하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집단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유아의 정

보능력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교육기 에서 컴퓨터를 교육과정의 한 역

으로 도입, 확 하여 다양한 자료와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정보능력

에 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이 유아

들의 정보능력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유구종과 동료들(2002)의 연구와 일부 일

치하고, 컴퓨터가 가진 무한정한 정보와 조작기능  여러 매체들과의 연결기능 등

을 아동이 요구 로 이용하면서 교육 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Clement(1987)의 

연구와 아동의 정보화 교육을 받은 아동이 인터넷의 속빈도와 이용기간이 길었다

는 김유미(2001)의 연구, 유아에게 컴퓨터 활용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Tan(198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 에서 이루

어지는 컴퓨터 활용교육이 유아의 정보능력 향상에 정 인 향을 제공하므로 유

아를 한 정보 활용교육이 제도 으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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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아의 발달에 합한 컴퓨터 인터넷 교육활동  련 미디어 로그램을 모색

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음으로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기 을 상으로 활용 형태에 따른 유아 정보능력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체 인 정보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컴퓨터 활용교육을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기 에 자유 놀이식으로 진행하는 기

보다 유아 정보능력이 더 높다는 것이다. 폐쇄  질문과 주입식 강의교육을 지향

하는 유아교육에서 컴퓨터 활용교육을 강의식을 개한다는 것에 한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기 은 컴퓨터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

로, 담임교사로 하여  컴퓨터․인터넷 학습을 하게 하여 유아에게 일정한 시간에 

교육하게 하 다. 유아에게 설명하고, 질문하고, 질문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질문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학습을 진시킨 것이 유아로 하여  강의가 학습이 아닌 교사

와의 일반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컴퓨터 자료를 비

치하여 유아들로 하여  자율 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보다 체계 인 내용과 정기

인 시간으로 구성하여 교사와 유아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에 따른 유아정보능력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유아의 체 인 정보능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컴퓨터 활용태도를 제외한 모든 하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컴퓨

터 조작능력, 정보 검색능력, 정보 활용능력에서 부모가 컴퓨터 교육을 찬성한 집단

이 반 한 집단보다 정보능력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유아교육기 을 선택

할 때 교육 로그램이나 교육방법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김연희, 박응임, 2006), 

이는 부모의 교육  요구와 선호에 따라 기 이 선택되어짐을 말하며 이에 유아교

육기 들은 부모의 요구와 선호를 교육과정에 반 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아의 발달

에 향을 주게 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많

을수록 자녀의 ICT활용 기술이 좋아진다는 남윤연(2004)과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유아발달에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심혜 (2004)의 연구도 있다. 

유아의 정보능력과 부모의 찬부(贊否)조사와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의 련 속에 직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아의 컴퓨

터, 인터넷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의 교육에 부모는 막강한 향력을 행사하

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모의 인식에 따라 유아의 교육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기 하여 볼 때 유아의 정보능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유무,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활용교육 실시여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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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의 형태,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유아의 컴퓨터 활용교육에 해 정 인 

생각을 가지고서 자녀-부모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서-의 컴퓨터 경험을 수시로 제

공하고, 이와 함께 유아교육기 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

하게 된다면 유아는 더 높은 수 의 정보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부모 변인이 유아의 정보능력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 졌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변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고 설문을 통한 

부모의 유아 컴퓨터 활용교육 찬부(贊否)만 조사하 다. 이에 다양하게 부모 련 변

인을 고려하여-어머니, 아버지, 경제력, 학력 등- 유아의 정보능력을 비교하는 연구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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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using 

computers for an Information Literacy Abilities of Young Children(ILAYC) 

and development of the ILAYC, with regard to following factors: computer 

use at home, learning in educational facilities for early childhood, and 

parents' recognition toward computer-assisted educa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random sampling of 4-year old children in 

educational facilities for early childhood located in J ci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ILAYC, using the questionnaire for teachers 

from September 3 to 27, 2009. The t-test to investigate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and information literacy ability for young children revealed 

that the ILAYC wa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computer use at 

home, while the ILAYC varied with learning 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parents' recognition toward computer-assisted education. These are 

resulted from parents' different recognition toward computer-assisted 

education when they select an educational facility for early childhood. 

Key words: information literacy,attitude toward computer use, 

computer operation ability, information searching ability,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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