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교원과 예비교사간의 정보활용능력 격차 분석  43

- 43 -

현직교원과 예비교사간의 정보활용능력 

격차 분석 

 김형진†․ 남 호††

요  　   약

학습자의 정보활용능력은 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등

학교에서 정보소양  정보활용교육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없어 질 것으로 상된다. 따라

서 등학교에서 학습자의 정보활용능력 계발은 교사의 교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은 매우 요한 능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교원과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간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직교원과 비교

사의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는 각각 74.4 과 50.5 으로 나타났다.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은 직교

원의 약 68%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 은 비교사의 정보활용능

력 향상을 한 방안을 수립·운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원정보활용능력 기 ,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능력 격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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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ility to utilize information of learner can do self-directed learning that increases creativity 

of learner. But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f 2009 revision curriculum has to be enforce, the 

education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literacy is expected to leave the education undone at 

schools. Therefore the ability of leaners must develop through teaching in all subjects, and so the 

ability of teachers in the class is very important. We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bout the 

ability of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and analyzed the gap of the ability between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s. The indexes of total ability of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s are 

shown to be 74.4 points and 50.5 points out of 100. The ability of pre-service teachers is on the 

level about 68-percent as compared with the ability of in-service teachers. Therefor the education 

offices of cities and provinces and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must establish for improvement of 

the ability of pre-servi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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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하나로 ‘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한 학

생 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4]. 창의성 

신장을 해서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한 근간이 되는 정보활용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8][22].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부분의 등학교에서 정보소양  정보활

용교육이 폭 축소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

정이 시행되면 정보교육이 없어 질 것으로 상

된다[16]. 따라서 학습자의 정보활용능력 계발은 

교사의 교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학교 장에서 정보 기술과 정보

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은 매우 요한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다[6].

정보활용교육은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교육에 

비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의 집 력, 자신감, 만족감을 더 향상시

켰다[12][14][17][19].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에서는 많은 산을 투입

하여 다양한 근으로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을 신장시키기 해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기  

 교육과정 개발, 교원 정보화 연수, 교과연구회 

지원, 정보활용 연구 회, 련 장학 지원, 정보

활용 연구 로그램 개발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

이고 있다[7][9][13].

특히 정부는 직교원들의 정보활용능력 수

의 고른 배양과 능력 격차 해소를 하여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기 (ICT Skill Standard for 

Teacher: ISST)을 개발하여 국가 수 에서 교원

이 갖추어야 할 정보활용능력 수 을 정의하고

[20], 교원의 정보활용능력을 평가하기 한 방안

을 개발하 다[6]. 

김 애[6]는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의 신장

도 요하지만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해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 비교

사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함으로써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상당 부분 어들 수 있다는 을 분명하게 인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교사양성 학에서는 비교사들

을 해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방안  비교사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여 운 하고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을 졸업 자

격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다[15]. 그러

나 우리나라 다수 교원양성 학에서는 정보소

양교육을 해 다양한 로그램들을 제공하나 

비교사의 정보활용교육을 해 다양한 로그램

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21].

정보활용능력은 교원이 가져야 할 필수 인 능

력임에 분명하지만, 교원양성 학이나 정부는 

비교사들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조차도 정보화 련 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가산  제도를 폐지하여 오히려 역행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1].

지 까지 수행된 비교사 정보활용능력에 

한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기법으로 수행되어, 

비교사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다수 

부정확하 으며, 한 직교원과의 비교 연구는 

무하 다. 따라서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직교원과 비교하여 어

떤 역의 능력이 부족한지 분석하여 해당 역

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사범 학 비교사들의 정보

활용능력 신장을 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직교원과 사범 학 졸업 정자인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을 조사하 으며, 신뢰성 

있는 지수 체계를 사용하여 직교원과 비교사

간의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분석하 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교원 정보활용능력 기

정보활용능력 기 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 으로, 건 한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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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 으로 취

득,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6][20].

이송이[17]는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함양의 필

요성을 주장한 근거로,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평

가 결과와 학생의 학습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

과 교원의 정보 분석  가공 능력이 뛰어날수록 

학생의 인식, 흥미도, 이해도가 높았다는 을 결

과로 제시하고 있다.

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정보활

용능력을 교수-학습 활동에 효과 으로 활용하도

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로 교원정보

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에 교원정

보활용능력인증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 로 

평가함에 따라, 평가 역  요소 등이 제각각 

다르게 실시되었지만, 이  외 4인의 연구에 의

해 교원정보활용능력 기 (ISST)이라는 표 화

가 이루어졌다[20]. ISST는 정보 수집, 정보 분

석·가공, 정보 달·교류, 정보 윤리·보안 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2.2 정보활용교육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정보활용교육

을 강화하 다. 정보활용교육이란 교과 교육에서 

수업의 목표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정보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교육활동을 의

미한다[3]. 제7차 교육과정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

하여 융통성 있게 용하되, 교수-학습에 정보의 

활용을 10%이상 반 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극 으로 권장하고 있다[3]. 정보활용교육의 목

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보

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 이해, 재구성, 

토론, 용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력을 신장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 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사회 요구에 부응

하는 능력과도 하게 련되어 있다[18].

최근 들어 정보활용교육은 e-러닝, u-러닝, 스

마트-러닝(smart learning)이라는 교육방식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 교육방식들은 학습자 심의 

교육환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목 은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학습자-콘텐츠간

의 소통, 력, 참여, 개방, 공유 기능이 가능하도

록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수직 이고 일방 인 

그리고 통 인 교수-학습 방식을 수평 , 방

향 , 참여 , 지능  그리고 상호작용 인 방식

으로 환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10]. 따라서 이들 교육방식의 핵심은 교수-

학습 련 정보의 시의 한 활용이다.

2.3 직교원의 정보활용교육 황

2001년 공교육 내실화를 하여 “ICT활용 학

교 교육 활성화 계획”[5]이 수립 발표된 이후, 

시·도교육청들은 교원의 정보소양  정보를 활

용한 교수-학습 방법 습득을 한 교원 정보화연

수를 실시하고 있다[9]. 특히 정부는 2006년부터 

실시한 교원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신규 

교원부터 리자까지 교원 경력 수 에 맞는 정

보활용 기본과정, 정보활용 심화과정, 교육정보화 

리더십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13].

그러나 교사들은 여 히  정보활용교육에 한 

인식 수 이 낮으며, 정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

려는 교사의 수는 50%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교사들은 련 연수 등을 통한 정보활용능

력 신장에 극 이지 않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11].

2.4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황

앞 에서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정보활용교

육이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교육에 비해 학습자

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결

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정보활용능력은 교원이 

되기 해 갖추어야 될 필수 인 선행 능력인 것

이다. 

그러나 다수 비교사들은 직교원으로 임

용되어 일반 인 수업방식이 고착된 후 정보화 

연수를 통해 정보활용교육 방법을 배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 [21]은 교원양성기 의 정보 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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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황을 조사하기 해 교육 학교  사범

학의 교육과정을 수집한 후 분석하 다. 그 결

과 부분의 정보 련 교과목은 교양 교육과정

에 개설되어 있고, 교과목의 부분은 정보소양

을 다루는 과목에 치 되어 있으며, 정보활용교

육에 한 과목은 몇 과목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미연[23]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비

교사들의 정보활용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한 안을 제시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요한 연구 결과로 정

보 련 교과목을 많이 수강한 학생일수록, 정보 

련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일수록 정보활용교육

에 한 이해도가 높다고 제시하 다. 그러나 자

신의 교수-학습에 극 으로 정보를 활용하는가

에 한 질문에 34%만이 정 으로 응답하 다. 

한 비교사들의 정보능력의 습득방법에 한 

질문에서 70% 정도가 독학 는 외부교육기 을 

통해 능력을 키운 것으로 응답하 다.

오늘날 우리나라 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제

시하고 있는 미래 교육은 스마트교육이다. 스마

트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지능

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

는 활동을 지칭한다. 시·도교육청은 스마트 교육

의 도래에 맞추어 교육 환경 개선, 련 학습 콘

텐츠 활성화,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개발을 추진

하고 있지만[10], 더 요한 것은 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느냐가 스마트 교육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상

본 연구는 경상 학교 사범 학 4학년 졸업

정자인 비교사 339명과 경상남도내 직교원 

284명을 상으로 하 다. 

직교원은 2011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 평가시험 응시자 체이며, 

공별로 분류하지 않았다. 비교사는 사범 학 

4학년 체이며, 학과별 평가를 실시하 다.

3.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직교원과 비교사의 정보활

용능력 실태를 악하기 하여 시험지 평가를 

실시하 다. 시험지는 2011년 경상남도교육청에

서 경상남도 교원을 상으로 교원 정보활용능력

을 평가하기 해 교원정보활용능력 기 (ISST)

에 하여 개발된 1차 평가지 이다. 시험지는 5

지 선다형 총 40문제로, ISST 역의 유목  정

보 분석·가공 역 29 문항, 정보 달·교류 역 

6 문항, 정보윤리·보안 역 5 문항으로 분류된

다. 한 시험지는 인지  학습목표 역의 유목 

 지식 수  16 문항, 이해 수  15 문항 그리

고 용 수  9 문항으로 분류된다.

3.3 정보활용능력 지수 체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일반국민 비 취약

계층의 정보화 수 을 제고하기 하여 이들간 

정보격차 지수 체계를 계발하 다[24]. 본 연구에

서는 교원 정보활용능력 실태와 격차를 분석하기 

해 이 지수 체계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지수 체계는 ISST 역과 인지  학습목표 

역의 유목별 정보활용능력 실태와 두 집단간 

격차 수 을 종합 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다. 

이 지수는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수 을 기

으로 하여, 직교원과 비교사간 상  정보

활용능력 격차 수 을 나타낸다. 즉 정보활용능

력 격차 지수는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측정 

원 수를 100으로 할 때 직교원과 비교사 정

보활용능력 측정 원 수의 차이이다. 정보활용능

력 격차 지수는 0～100( ) 범 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두 집단간 격차가 큰 것을 의

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두 집단간 격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은 본 연구에서 교원을 상으로 

측정한 정보활용능력 지수 구성 체계를 도식한 

것이다. 교원의 정보활용능력은 ISST 역인 정

보 분석·가공, 정보 달·교류, 정보 윤리·보안 그

리고 인지  학습목표 유목인 지식, 이해, 용 

별로 측정되었다. <그림 3-1>에서 호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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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체 평가 문항  각 유목에 속하는 문항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가 치이다.

<그림 3-2> 정보활용능력 종합 지수 

구성 체계

3.3.1 ISST 역 지수

본 연구에서 ISST 역에 한 교원 정보활용

능력 측정은 정보 분석·가공, 정보 달·교류 그

리고 정보 윤리·보안 세 가지 유목에서만 이루어 

졌다. 각 유목의 지수는 해당 유목에 련된 문

항들의 원 수 합을 100  만 으로 환산하여 산

출된다.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는 각 유목

별 원 수에 해당 유목의 가 치를 곱하여 산출

된다. 

 ISST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
   = (0.7*정보 분석․가공 유목 지수)+ 

     (0.2*정보 달․교류 유목 지수)+ 

     (0.1*정보 윤리․보안 유목 지수)

 정보 분석․가공 유목 지수
   = (Q12+Q13+Q14+Q15+Q16+Q17+Q18+ Q19+Q20+ 

     Q21+Q22+Q23+Q24+Q25+Q26+Q27+Q28+Q29+

     Q30+Q31+Q32+Q33+Q34+Q35+Q36+Q37+Q38+

     Q39+Q40)/29*100

 정보 달․교류 유목 지수
   = (Q1+Q2+Q5+Q9+Q10+Q11)/6*100

 정보 윤리․보안 유목 지수
   = (Q3+Q4+Q6+Q7+Q8)/5*100

의 지수 산출식에서 Qi는 정보활용능력 측정

을 한 시험지의 문항을 나타낸다.

3.3.2 인지  학습목표 역 지수

주로 지식, 문제해결 등과 같은 학습의 지 인 

측면과 련된 인지  학습목표는 지식, 이해, 

용, 분석, 종합, 평가 유목 순서의 수 별로 분류

된다. 본 연구에서 인지  학습목표 역에 한 

교원 정보활용능력 측정은 지식, 이해 용 유목

에서만 이루어 졌다. 지식은 특정 자료, 정보, 

상 등을 기억 는 재생하는 능력이다. 이해는 

자료나 정보에 포함된 의미를 그 로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용은 규칙이나 원리를 과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5]. 각 유목의 

지수와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 계산 방법

은 ISST 역 지수 계산 방법과 유사하다.

 인지  학습목표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 = (0.4*지식 유목 지수)+(0.37*이해

   유목 지수)+(0.23* 용 유목 지수)

 지식 유목 지수
   = (Q1+Q5+Q6+Q7+Q9+Q11+Q12+Q13+Q14+Q15+

     Q17+Q18+Q23+Q24+Q35+Q36)/16*100

 이해 유목 지수
   = (Q2+Q3+Q4+Q8+Q10+Q16+Q22+Q26+Q29+Q30+

     Q33+Q34+Q38+Q39+Q40)/15*100

 용 유목 지수

   = (Q19+Q20+Q21+Q25+Q27+Q28+Q31+Q32+Q37)

     /9*100

3.3.3 종합 정보활용능력 격차 지수

비교사의 종합 정보활용능력 격차 지수는 

ISST 역과 인지  학습목표 역의 유목별 정

보활용능력 측정 원 수로 구성되며, 직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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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유목 지수( )

직

교원

ISST 역

정보 분석·가공 71.7

정보 달·교류 86.4

정보 윤리·보안 68.8

ISST 역 종합 지수 74.4

인지  

학습목표

지식 75.7

이해 74.8

<표 4-1>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지수

역 용 67.7

인지  학습목표 역

 종합 지수
73.6

유목별 정보활용능력 측정 원 수를 100으로 할 

때 직교원과 비교사간 유목별 정보활용능력 

측정 원 수의 차이이다.

 종합 정보활용능력 격차 지수1)　 
   = {1 - ( 비교사의 각 역 종합 정보활용

     능력 지수 원 수/ 직교원 각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 원 수)}*100

4.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직교원과 비교사의 정보활용

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교원과 비교사

의 정보활용능력에 한 ISST 역, 인지  학습

목표 역 그리고 각 역의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4.1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실태

<표 4-1>은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측정에

서는 ISST 역의 정보 달·교류 유목의 지수

가 86.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윤리·

보안 유목의 지수가 68.8 으로 다른 유목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한 ISST 역 종합 정보활

용능력 지수는 74.4 으로 나타났다. 인지  학습

목표 역의 용 유목의 지수가 67.7 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역의 종합 정보활용능

력 지수는 73.6 으로 나타났다.

　1) 자료 출처 :  최두진․정부만. 2011 정보격차 지수 및 실

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35~52.

4.2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실태

<표 4-2>는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을 지수

화 한 것이다.

구분 항목 유목 지수( )

비

교원

ISST 역

정보 분석·가공 45.3

정보 달·교류 68.9

정보 윤리·보안 49.8

ISST 역 종합 지수 50.5

인지  

학습목표 

역

지식 55.8

이해 50.0

용 37.1

인지  학습목표 역

종합 지수
49.4

<표 4-2>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지수

비교사의 ISST 역과 인지  학습목표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지수는 50.5과 49.4 으로 

나타났다. 각 역별 유목 지수  정보 달·교류 

유목의 지수가 68.9으로 가장 높았으며, 용 유

목의 지수가 37.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지수는 정보 달․교

류 유목을 제외하고 모든 유목에서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은 <표 4-1>과 <표 4-2>를 그래

로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유목별 직

교원과 비교사간의 정보활용능력 지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유목에서 상당한 지

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용 유목에서 가장 

큰 지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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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직교원과 비교사간의 유목별 정보활용능력 지수 비교

4.3 정보활용능력 격차 분석

<표 4-3>은 직교원과 학과별 비교사간의 

ISST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격차  수 을 

비교한 것이다. 

학과

직교원과 

비교사간의 

종합 격차 

지수( )

직교원 비 

비교사 

정보활용능력 

수 (%) 

교육학과 23.7 76.3

윤리교육과 33.2 66.8

국어교육과 33.7 66.3

일반사회교육과 47.5 52.5

역사교육과 26.8 73.2

지리교육과 28.7 71.3

어교육과 38.5 61.5

일어교육과 37.1 62.9

물리교육과 2.30 97.7

화학교육과 30.7 69.3

생물교육과 38.1 61.9

가정교육과 35.5 64.5

수학교육과 28.7 71.3

컴퓨터교육과 19.4 80.6

미술교육과 41.0 59.0

음악교육과 31.9 68.1

체육교육과 50.2 49.8

<표 4-3> 직교원과 비교사간의 ISST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격차  수  비교

거의 모든 학과 비교사의 ISST 역 정보활

용능력은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19.4～50.2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격차 지수를 직교원 

비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수 으로 환산하면,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은 직교원의 49.8%～

80.6% 수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물

리교육과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은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과 동일한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림 4-2> 직교원과 학과별 비교사간의 ISST 

역 종합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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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직교원 비 비교사의 평균, 역별, 유목별 정보활용능력 격차

<그림 4-2>는 학과별 비교사의 ISST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격차 지수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 에서 알 수 있다시피, 체육교육

과와 일반사회교육과의 비교사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약 50 의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그러

나 물리교육과 비교사는 2.3 의 차이가 나, 거

의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교원과 학과별 비교사간의 인지  학습

목표 역 종합 정보활용능력 격차  수 도 

ISST 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4-3>은 직교원 비 비교사의 정보

활용능력 격차 지수를 유목별, 역별 그리고 

체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직교원 비 

비교사의 평균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32.8 으로 

나타났으며, ISST 역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32.2 , 인지  학습복표 역 정보활용능력 격차

는 32.9 으로 분석되었다. 유목별 정보활용능력 

격차 분석 결과 정보 달·교류 유목의 정보활용

능력 격차가 20.3 으로 가장 작았으며, 용 유

목의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45.2 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사범 학 각 학과

는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해 ISST 

역의 모든 유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활용 

지식, 내용의 이해 그리고 수업에서의 용 주

의 교과과정을 수립․운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직교원 비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격차 

를 유목별, 역별 그리고 체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직교원 비 비교사의 평균 정보활용

능력 격차는 32.8 으로 나타났으며, ISST 역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32.2 , 인지  학습목표 

역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32.9 으로 분석되었다. 

유목별 정보활용능력 격차 분석 결과 정보 달·

교류 유목의 정보활용능력 격차가 20.3 으로 가

장 작았으며, 용 유목의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45.2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교육과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은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과 거의 동일한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직교원과 비교사

의 정보활용능력 격차와 수  황을 토 로 향

후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한 정책  시사 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범 학의 각 학과는 비교사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해 ISST 역의 모든 유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활용교육뿐 아니라 인지  

학습목표 역의 정보소양에 한 개념  원리 

학습, 내용의 이해 그리고 수업에서의 용을 

한 실습 주의 교과과정을 수립·운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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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학교 사범 학의 거의 모든 학과는 교양

과정의 공통교양 이수분야 지정 선택과목으로 정

보활용능력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토록 하고 있다

[2]. 이 교과목은 “자격증 인정” 는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컴퓨터

와 소 트웨어”등의 3시수 2학  교과목  1 과

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과목들은 정보

소양 련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범 학 각 학과의 공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교육과 교육과정에 “ 어교육과 ICT(2

학  이론 2시수)”, 윤리교육과 교육과정에 “도덕

윤리교재연구  멀티미디어 활용 지도법(3학  

이론 3시수)”, 물리교육과 교육과정에 “컴퓨터물

리교육 실습(3학  실습 6시수)”, 생물교육과 교

육과정에 “ICT활용 생물교육(3학  이론 3시

수)”, 화학교육과 교육과정에 “컴퓨터와 화학교육

(2학  이론 2시수)”, 수학교육과 교육과정에 “멀

티미디어 활용실습(1학  실습 2시수)”의 교과목

이 편성되어 있었다. 최근 3년간 각 교과목의 개

설 황을 분석해 본 결과, 윤리교육과와 물리교

육과를 제외한 부분의 학과에서는 편성된 교과

목을 개설하지 않았다. 한 물리교육과와 수학

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정보활용 교과목 

강의는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보활용교

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

의 근거는  물리교육과 비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이 직교원의 정보활용능력 수 과 거의 동일한 

수 인 것으로 볼 때, 정보활용교육은 실습 주

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 시·도교육청은 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정보화 련 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가산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국 시도교육청은 2009학년도 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부터 정보화 련 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가산  제도를 폐지하 다[1]. 이러한 

가산  제도 폐지는 비교사들로 하여  스스로 

정보활용 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동기유발을 

해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 간의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학생의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래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직교원과 비교사 간의 정보활용능력 격차 조사

뿐 아니라 직교원간의 정보활용능력 격차 조사

를 향후 지속 으로 수행하여 교원 정보화 연수 

정책 수립에 반 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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