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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교육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예비 유아 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를 위해 J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 교사 26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지와 포커스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유아 교사는 대부분 스마트 폰을 사용하며, 하루 2시간 이상을 통화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 용도는 주로 메신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스마트 교육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업에서의 기기 활용 경험, 발달에 대한 영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포커스 면접을 통하여. 예비 유아 교사의 스마트 교육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주제, 4개 영역, 18개의 의미 범주가 나타났다. 

주제어 : 스마트교육, 예비유아교사, 스마트기기, 인식,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bout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mart education. We selected 262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questionnaire were used to measur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mart education. As a result, mos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use smart phones and they use extra two more hours except 
phone calls. The most frequent usage is text. It is affected to device utilization experience in class, impact on 
childhood development. FGI resul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for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mart education were analyzed by 2 subjects, 4 categories, 18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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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유아 상의 스마트 기기와 콘텐츠가 다양

하게 출시되고 있다. ․유아 상의 이른바 ‘엔젤 산업’ 

시장 규모는 10년 새 10배 이상 성장했고, ․유아용 모

바일 앱의 숫자도 2013년 4700여개에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1,6].

21세기는 융․복합시 이다.  첨단기술의 발달은 생활

뿐 아니라 교육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최근 스마트 

교육이 교육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2].  많은 교육기업

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상으로 스마트 교육 서

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6], 교원, 교, 웅진 같은 형 

학습지 기업들도 스마트 기반의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본격 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7].

스마트 교육의 확산은 유아 교육 기  장의 교수 학

습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한 조사

에 따르면, 유아교사들 부분이 유아교육 장에서 교

수용 스마트 콘텐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2], 반 정도의 교사들은 수업에서 교육용 앱을 사용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13]. 유아교육 장의 스마트 

교육 비 은 차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사용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8,10,11,14]. 미국 NBC와 CBS의 

뉴스에 의하면 가구 소득 수 에 상 없이 다수 가정

의 ․유아들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며, 1살 이 에 스

마트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3살 정도면 스마트 기

기를 스스로 사용할  안다고 한다[5]. ․유아들의 스

마트 기기의 사용은 차 증가할 것이고, 스마트 교육은 

미래 사회 비를 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7]. 

스마트 교육에서 가장 요한 것은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과 재량으로 보고되고 있다[7,22]. 특히, 유아 

교사는 수업에서 많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유

아의 가치  형성에 직 으로 향을 끼칠 수 있는 존

재이다[17,28]. 따라서 ․유아 스마트 교육을 해서는 

먼 , 유아교사들의 스마트 교육에 한 올바른 방향성

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

트 교육의 교육  가치와 효과를 정 으로 증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 교사

의 스마트 교육에 한 인식을 알아본 선행 연구는 으

며, 특히 비 유아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비 유아 교사들의 스마트 교육, 

구체 으로는, 도입과 활용에 한 인식과 태도를 먼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교육

21세기 융·복합 교육 시 에 어들면서 스마트 교육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교육의 정의에 

한 이 다양하지만 첨단 기술의 교육  용이라는 

단편 인 측면을 넘어 교육체제로의 이 공통 이다. 

스마트 교육이란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수 , 흥미를 

고려하여 수 별 맞춤 교육을 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

임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등의 학습 방법 인 측면 이외

에 교육내용, 교육평가, 교육환경, 교육 상자 등 학습 생

태계 반을 포함하는 포  개념이다[2,3,4,35,36]. 스마

트 교육은 첨단 기술을 원동력으로 미래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며, 교육 시스템의 구성요인들을 유기 으로 통합

하고 변화하여 21세기 융·복합 시 를 이끌어갈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36]. 2011년, 스마트 교육 실행 

정책이 발표 되면서,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 용되었고, 

온라인 수업  평가가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  

교원 스마트 교육 실천역량강화,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조성 역이 재 추진되고 있다[36].

“교원 스마트 교육 실천역량강화” 역의 세부계획에

서는 스마트 교육에 한 정  인식을 형성하도록 교

원 연수와 비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교육을 지

원하며[21,34], 정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36]. 한 스마트 교안 제작 시스템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구 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37,38]. 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스마트 콘텐츠 개발

이나 스마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19,23]. 유튜 에는 유치원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에 한 상이 탑재되어 있으며, 스마트교

육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발견한 유아교육 장은 

새로운 가능성에 도 하고 있다[6,7,20]. 

2.2 스마트 교육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과 태도

스마트 교육에서 기기나 환경과 같은 시스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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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교사이다[7,22].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가 어떻게 생각

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수업의 방향과 효과를 결정

지을 요한 요인일 수 있다. 유아교사의 스마트 교육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교사들의 교실에서의 1

주일 평균 스마트 기기 사용일은 3일 이상이 가장 많았

다. 부분 스마트 기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스마트 

교육이 학습자의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며, 교수 활동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활동  평가자료 보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6]. 술 경

험과 안  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 정 인 학습효과를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4,16].

그러나 교사가 스마트 교육에 한 매력과 기 를 가

지고 있다하여 수업의 효과와 활용도가 항상 높지는 않

다. 실제로, 유구종 외(2013)[15]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

사가 스마트 기기를 수업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해 교

사 주도  교수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회의감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나아가,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유아

의 언어, 주의집 , 사회, 정서 발달에 부정  향을 미

칠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9].

비 유아 교사의 스마트 교육의 도입  활용에 한 

인식과 태도를 살핀 선행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마트 러닝 련 연구를 살펴보면, 비 유아 교사들은 

학 수업에서 스마트 러닝을 받고 싶은 요구가 높았다

[10,18]. 그러나 스마트 교육을 실제로 받은 경험은 부

분 없으며[15], 교사가 된 후, 유치원 수업에서 스마트 교

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2.3 스마트 교육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인식

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마트 교육의 도입  활용에 한 인식과 태도에는 

교사의 개인  변인이 많은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성별과 연령, 학교 

별 차이, 스마트 러닝 경험에 따라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달라진다. 이외에, 테크놀로지 사용에 한 개인  경험, 

숙달된 기술, 테크놀로지에 한 교사의 태도도 교사의 

수업에 향을 끼칠 수 있는 요한 변인이다

[21,24,25,26]. 연구 결과, 교사의 테크놀로지에 한 태도

는 정  향을 미치며[25,26], 스마트 러닝을 받은 교사 

집단이 스마트 교육에 하여 정 인 태도를 나타내었

다. 한, 사용 시간에 따라서도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24,27]. 비 유아 교사에 한 련 연구를 살펴보면, 

비 유아 교사들도 테크놀로지에 해 편안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인식할 때[27], 정 인 태도를 가지며, 수업에 

활용 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18].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J시에 소재한 3년제 유아교육

과 학생 262명이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다. 회

수된 267부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총 262부가 

최종 분석 상이다. 연구 상의 일반 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

자가 8명(3.1%), 여자가 254명(96.9%)으로 여자가 많았

다. 연령은 최소 18세, 최  41세까지이며, 21세에서 25세

가 가장 많은 213명(81.3%)을 차지하 다. 평균 나이는 

21.1세(SD=2.57)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109명

(41.6%), 2학년이 65명(24.8%), 3학년이 88명(33.6%)을 

차지했다. 학에서 스마트 러닝 경험이 있는 비 유아

교사는 14명(5.3%), 스마트 러닝 경험이 없는 비 유아

교사는 248명(94.7%)으로 부분 스마트 러닝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 

유아교사는 1명(0.4%)이었으며 거의 모든 비 유아교사

들(99.6%)은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Table 1> Profile of Study (%)
Categories Items N(%) Categories Items N(%)

Gender
Male 8(3.1)

Grade

1st 109(41.6)

Female 254(96.9) 2nd 65(24.8)

Age 

Under 20 44(16.8) 3rd 88(33.6)

Smart Learning 

Experience 

Y 14(5.3)21-25 213(81.3)

N 248(94.7)Over 25 4(1.5)

Possession
Y 261(99.6)

Over 30 1(0.4)
N 1(0.4)

Total 2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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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해 사용한 도구는 스마트 기기 사용 황

과 스마트 교육 인식을 알아보기 한 질문지와 스마트 

교육 도입  활용 태도에 한 질문지이다. 질문지 내용

은 스마트 교육 련 연구[29]와 스마트 기기 도입 활용 

태도[25]의 내용을 기 로 비 교사에 맞게 연구자가 수

정, 고안하 다. 스마트 기기 사용 황과 스마트 교육에 

한 인식과 련한 설문지는 해당 문항에 표기하도록 

하 으며, 스마트 교육 도입 활용 태도에 한 설문지는 

각각 ‘매우 그 다’에서 ‘  그 지 않다’의 4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지의 하  범주별 구체 인 

문항 내용  문항 수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 Usage of smart device and perception
of smart education

Categories Items No

Basic 

Information

Gender, Age, Grade, Smart learning 

experience, Possession
5

Usage of 

smart device

Type & Chance, Usage of smart device, 

Average daily media usage period, 

No. of Applications, 

Preferred Application 

5

Perception of 

smart 

education

Know about, Effective device, Necessity, 

Usage, Device utilization experience in class, 

Impact on childhood development, Problems 

7

<Table 3> Questions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mart education

Categories Question Number
No. of 

Question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 2, 3, 4, 5, 6 6

Subjective norms 27, 28, 29, 30, 31 5

Attitude 22, 23, 24, 25, 26 5

Educational Value 7, 8, 9, 10, 11 5

Teacher Efficacy 12, 13, 14, 15, 16 5

Purpose of usage 32, 33, 34, 35, 36 5

Pressure of Class 17*, 18*, 19, 20, 21 5

*Inversion Items

3.3 연구 절차

3.3.1 예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와 면 지 시안 작성 후 2015년 

8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유아교육과 교수 2인과 

비 유아 교사 3인을 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과 이해가 어려운 문항 3개의 내용을 수정하 다. 

수정된 질문지가 응답하기에 한지와 문제 이 없는

지를 2015년 8월 27일과 30일에 걸쳐 본 연구의 상이 

아닌 비 유아 교사, 각 학년별 2명씩 6명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 이 발견되지 않

아 문항을 확정하 다. 

3.3.2 본 조사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

하 다.  

3.3.3 포커스 면접

포커스 그룹 면 은(Focused-Group  Interview, FGI)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

구자의 심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자료가  더욱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한 주제에 한 인

식이나 생각을 얻기 한 토론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질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의 포커스 면 에 참여한 

상자는  1차 질문지에 답한 학생들  여학생 16명 이

었다. 학년 별로 1학년이 5명, 2학년이 5명이었으며, 3학

년이 6명이었으며, 이를 4그룹으로 나 어 진행하 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세 으며, 스마트 기기 사용 기

간은  12개월 미만이 5명, 13개월부터 19개월이 6명, 20개

월부터 30개월이 5명으로, 스마트 기기 평균 사용기간은 

28개월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할 상을 모집하기 

해서 사 에 학생들에게 연구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지원자를 신청 받았으며, 신청자  수업에서의 기기 

이용 경험과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응답결과를 근

거로 그룹을 배정하 다.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연구 상자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기기’에 한 자

신의 주  생각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스마트 기기

에 한 매력’, ‘스마트기기 사용 후 나타난 변화와 어려

움’등을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 다.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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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view Questions
Items Questions

Usage of smart device Usage time 

Attraction of smart device
Main usage, attraction and joy 

of smart device

Perception of smart education what do you think about

Utiliz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what do you think about

Definition Smart education is ○○.

3.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배경과 스마트 기기 사용의 황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빈도와 백분율, 

T/F검증과, ANOVA, 포커스 면 (FGI)을 실시하 다. 

포커스면  분석 과정에서는 사된 인터뷰 내용 기록물

과 장 노트가 활용되었다. 분석한 자료는 연구진이 서

로 상호 검토를 한 후 함께 모여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자료를 1차 으로 추출하 다. 분석모임을 통해 의

미자료를 선택하고 1차 명명화 작업을 하 으며, 명명화

된 자료에 해서는 연구자들이 검토 한 후 2차 분석 모

임에서 보고하고 수정하 다. 이때 합의하여 나타난 자

료는 3개의 역과 18개의 의미범주로 분류하 다. 분류

된 자료는 문가에게 내용 검토를 받아, 분류한 역과 

범주가 제 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 고, 연구자들은 

문가의 검토 후 재합의를 통해 2개 주제, 4개 역, 18개 

의미 범주로 조정한 후 다시 최종 확인을 받았다.

4. 연구결과 

4.1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과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인식

4.1.1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

비 유아 교사의 스마트 기기 사용 황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비 유아 교사들은 

부분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로

그램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부분 5-10개의 애 리

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에 통

화 목 을 제외하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2시

간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스마트 기기에 활용하고 있으

며, 주로 메신 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Usage of smart device
Categories Items N(%)

Type

Smart Phone 261(99.6)

Smart Pad 19(7.3)

eBook 3(1.1)

Smart MP3 23(8.8)

Tablet PC 18(6.9)

Smart TV 41(15.7)

Etc. 2(0.8)

Chance 

Various software 68(26.0)

High performance device 30(11.5)

Frequently usage of internet 59(22.5)

For study or biz 18(6.9)

Surrounding People using smart device 66(25.2)

Advertize of mobile carrier 5(1.9)

Etc 16(6.1)

Usage of 

smart device

Search 74(28.2)

Text 160(61.1)

Game 3(1.1)

Study 4(1.5)

Scheduling 1(0.4)

Camera 12(4.6)

SNS 3(1.1)

Music 2(0.8)

Etc. 5(2.0)

Average 

daily media 

usage period

Below 5min 11(4.2)

5-10min 18(6.9)

10-30min 40(15.3)

30min-1hour 58(22.1)

1-2hour 64(24.4)

over 2hours 71(27.1)

No. of 

Applications

Below 5 63(24.1)

5-10 120(45.8)

10-15 35(13.4)

15-20 23(8.8)

Over 20 21(8.0)

Preferred 

Application 

eBook 1(0.4)

Office 1(0.4)

movie 14(5.3)

shopping 27(10.3)

life information 11(4.2)

study 2(0.8)

TV Radio 2(0.8)

Financial 1(0.4)

News 4(1.5)

Weather 4(1.5)

Music 89(34.0)

Map, Navigation 2(0.8)

Utility 1(0.4)

SNS 64(24.4)

Game 17(6.5)

Web Browsing 10(3.8)

Text 3(1.1)

Etc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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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스마트 교육 인식 현황

비 유아 교사의 스마트 교육에 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Perception of smart education
Categories Items N(%)

know about
Y 161(61.5)

N 101(38.5)

Necessity
Y 241(92.0)

N 21(8.0)

Usage

active use 161(61.5)

sometime 71(27.0)

Never using 30(11.5)

Effective 

Device

smart phone 144(55.0)

smart pad 73(27.9)

eBook 9(3.4)

Smart MP3 3(1.1)

Table PC 29(11.1)

Smart TV 4(1.5)

 Device 

Utilization 

experience in 

class

Y 72(27.5)

N 190(72.5)

Impact on 

childhood 

development

Helpful 68(26)

Disturbance 194(74)

Problems 

Supply of smart device 25(8.5)

Lack of contents 25(9.5)

Absence of smart education and 

curriculum
68(26.0)

Lack of teacher’s understanding 

smart education and capability
72(27.5)

Lack of wifi and infrastructure 45(17.2)

Law and regulation 15(5.7)

Etc 12(4.6)

비 유아 교사들은 스마트 교육에 하여 필요성이 

높고, 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비 유아 교사들

이 스마트 교육에 하여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고 유추될 수 있다. 그러나 비 유아 교사들은 수업에서

의 기기 활용 경험은 72.5%가 ‘없다’라고 답하여 비 

유아 교사들이 교육 용에서의 스마트 기기 활용 실제 

경험이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비 유아 교사들은 자

신들의 스마트 교육에 한 이해 부족과 역량 부족을 가

장 큰 문제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스마트 교육에 

한 교육과정 모형이 없다는 도 스마트 교육의 문제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발달에 한 향에 해서는 

방해가 된다(74%)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4.2 스마트 교육에 대한 도입 및 활용 태도 

4.2.1 개인적 변인에 따른 스마트 교육에 대한 도입 

및 활용 태도의 차이

비 유아 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른 스마트 교육에 

한 도입  활용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Attitude of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mart education by Individual 
variables

Categories Items M(SD) F/t

grade

1 1.62(.26)

1.0472 1.68(.31)

3 1.61(.33)

smart learning 

experience

Y 1.62(.34)
-.227

N 1.64(.30)

Average daily media 

usage period

 Below30min 1.63(.27)

.235
30min-1hour 1.63(.33)

1-2hour 1.66(.27)

over 2hours 1.63(.32)

No. of Applications

Below 5 1.60(.28)

.642
5-10 1.65(.31)

10-15 1.65(.28)

15-20 1.59(.31)

연구 상자의 여러 특성  학력, 스마트 러닝 경험 

유무,  하루 평균 이용 시간, 앱 개수에 따른 집단별 스마

트 교육에 한 도입  활용 태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비 유아 교사 집단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라서는 스마트 교육에 한 도입, 

활용에 한 태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4.2.2 스마트 교육 인식에 따른 스마트 교육에 

      대한 도입 및 활용 태도의 차이

교육 인식에 따른 도입  활용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

면 <Table 8>과 같다.

연구 상자의 여러 특성  스마트 교육에 한 인식 

요인 , 수업에서의 기기 활용 경험 여부와(p<.05), 발달

에 한 향(p<.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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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ttitude of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mart education by perception of 
smart education 

Categories Items M(SD F/t 

Know about
Y 1.63(.31)

-.165
N 1.64(.28)

Necessity
Y 1.66(.44)

.728
N 1.73(.45)

 Device utilization experience 

in class

Y 1.75(.44) 1.983
*

N 1.63(.43)

Impact on childhood 

development

Helpful 1.75(.32)
3.790***

Disturbance 1.59(.28)

(***p<.0001, *p<.05)

4.3 스마트 교육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인식

포커스 면 에 의해 나타난 비 유아 교사들의 스마

트 교육의 도입  활용에 한 구체  인식은 2개의 주

제, 4개 역, 18개 의미범주로 분류되었으며, 결과는 

<Table 9>과 같다.

<Table 9> The result of FGI  
Subject Categories Items

childhood 

development

positive 

support 

1.1 Application premise for educational 

contents

1.2 Helpful for fine motor skill and 

pelvis tilts

1.3 Essential media for information age

1.4 Self-controlled study

1.5 transcendence of place and time

1.6 Support for teacher

negative 

support 

2.1 Effect of harmful program

2.2 Unsuitable for childhood development

2.3 Unhealthy

2.4 Premature

applic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Positive 

application 

3.1 Simulation of unreality

3.2 Application for art

3.3 Movie

3.4 Group activity

3.5 Supplementary data

3.6 Easy access

Negative 

application

4.1 Not preferable

4.2 Already used too much

4.3.1 유아 발달에 대한 긍정적 지원

비 유아 교사의 스마트 교육의 도입  활용에 한 

구체 인 인식을 살펴보면, 먼  발달에 한 정 인 

지원에 한 생각들이 나타났다. 구체  의미범주로는 

‘교육 인 내용의 활용이 제’, ‘소근육, 응력 발달에 

도움’, ‘정보화 시 의 필수 매체’, ‘ 제력 학습’, ‘장소  

시간 제약을 월함’, ‘교사를 지원함’으로 나타났다. 비 

유아 교사들은 스마트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

는 것에 기본 인 제로 교육 인 내용이 활용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 가랑 세 한 계획과 비가 

되어 있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발달을 진시킬 수 

있을 거 요.”(A2)

- “ 재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스마트

시 가 왔고, 이 세상을 알아가려면 알아야하기 때

문에...”(B3)

4.3.2 유아 발달에 대한 부정적 지원

유아의 발달에 한 부정  지원과 련한 의미범주

로는 ‘유해한 로그램의 향’, ‘유아 발달 특성상 부

합’, ‘건강에 해로움’, ‘시기 으로 이름’이 나타났다. 

- “유아들 어 은 일부일 뿐이고 유아들이 쉽게 폭력

물이나 음란물을 보게 될 수 있어요.”(A4)

- “유아기 때에는 직  만져보고 조작해보는 활동이 

더 발달에 도움이 되잖아요.”(C1)

4.3.3 유아교육에의 긍정적 활용

유아 교육에 어떻게 정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

가와 련한 의미범주로는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

의 시뮬 이션’, ‘ 술 활동 유형에 활용’, ‘동 상 활용’, 

‘집단 활동 자료’, ‘수업 보조 자료로 활용’, ‘ 근의 용이

성’이 나타났다. 

- “ 험한 상황을 실제 해보는 것 같은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요.”(D2)

- “동화를 들려  때 그림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좀 

더 재미있게 내용을 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D3)

4.3.4 유아교육에의 부정적 활용

유아교육에서의 활용에 부정 인 구체  의미범주는 

‘개인 으로 선호하지 않음’,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

로 기 에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음’이 나타났다. 

- “개인 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작업을 선호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구  하다는 이유로 굳이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B2)

-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지 않

아도 집에 가면 많이 하잖아요.”(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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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스마트 교육은 시  흐름의 피할 수 없는 변화이고 

유아교육도 스마트 교육의 큰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시

이다. 스마트 교육의 올바른 용을 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재량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유

아 교사의 스마트 교육에 한 인식과 태도를 구체 으

로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인을 찾아 스마트 교육에 한 

정 인 인식을 형성하고 교원의 스마트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을 찾고자 하 다. 

5.1 논의 및 결론

첫째, 본 연구 결과, 비 유아 교사들은 스마트 교육 

필요성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연령과 학교 간의 차이에 따라 인식이 다르다는 선

행 연구들과는[21,25,26]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20  반의 학생이었고, 연구 상들의 스마트 

기기에 한 근성과 이용도가 큰 차이가 없이 높기 때

문에 직 교사들보다는 스마트 교육의 도입  활용 에 

해서 부분 정 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비 유아교사들은 스마트 교육에 한 이해가 

부족하며, 역량도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한 수업에서의 

스마트 기기 활용 경험에 따라 스마트 교육의 도입  활

용에 한 태도가 달라진다. 교사는 자신의 공분야와 

련한 스마트한 교육환경에서 교수 매체로서 스마트 기

기를 사용하는 인식 변화와 자신의 교수 학습의 실제를 

목시키는 융·복합 인 경험을 가질 때[32], 새로운 교

육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다. 교사가 테

크놀로지에 해 유용한 도구로서 인식해야 정  태도

를 가질 수 있다는 서혜  외(2002)와[27] 유아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스마트 러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

도[17,18]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결국, 스마트 

교육의 도입과 활용에 한 비 교사의 태도는 교사가 

스마트 기기에 한 정  경험을 하고,  사용에 한 

자신감을 가지며, 교육 수행에서의 유용성을 인식해야만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므로 비교사들에게 스마

트 교육에 한 정  경험을 갖도록 하는 노력과 지원

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발달에 한 비 교사의 신념은 스마트 

교육의 도입  활용에서 요인 요인이다. 비 유아교

사들은 스마트 교육의 필요성과 인식에 하여는 정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과 활용에 한 구체

인 인식에서는 정과 부정의 의견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정과 부정  견해에 항상 제 되는 것은 유아

의 발달에 한 합한 실제인가이다. 유아교육분야는 

통 으로 발달에 합한 실제를 요하게 생각하며, 

교사 교육에서도 유아들의 발달과 흥미에 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33].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러한 교육과정이 비 교사들에게 신념으로 작용하여 수

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음을 보여 다.  

결론 으로, 개인의 활용도와 스마트 교육 필요성과 

인식이 정 이라고 해서 교육 장에서의 실제 도입과 

활용에 한 인식까지 정 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교

사가 가지는 발달에 한 신념이 교수 실제에 스마트 교

육을 도입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임진형(2015)[18]의 연구에서도 비 유

아 교사들이 학에서의 스마트 교육 요구는 높은 반면, 

실제 유아교육 장에서의 활용 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도 연결된다. 김 록 외(2013)[30]나 허희옥 

외(2013)[31]연구의  등교사도 실제 생활에서는 스마

트 기기를 히 사용함에도 실제 교수 상황에서는 거

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스마트 교

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정  효과에 한 검증으로 

교사들의 신념과 열의에 한 근거를 제시 할수 있는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지역의, 제한된 표본에 한하

여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 이 있다. 

5.2 제언 및 활용 방안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스마트 교육에 한 이해 수 을 비 교사 수 에서

부터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 유아 교사들은 스

마트 교육에 한 깊은 이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필

요성과 활용의지는 높지만, 도입과 활용에 해서는 주

하는 태도를 나타난다. 둘째, 비 교사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을 하 을 때, 스마트 교육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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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용에 하여 보다 정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

러나 많은 교사 양성교육 장에서 스마트 련 기기를 

구비하기에는 실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교사들이 

스마트 기기를 수업과 연 하여 경험 할 수 있는 지원체

계에 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비 교사들

의 스마트 교육에 한 정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우

며, 비 교사의 수업을 받을 유아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스마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 21세기에 합

한 창의  융합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어 갈 것으로 기 된다. 셋째, 스마트 교육을 활성화시키

기 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스마트 기기 환경 구비

나 콘텐츠 제공과 더불어 스마트 교육이 가지는 유아 발

달에 한 정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로 교사

들의 신념에 한 근거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의지와 열

의를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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