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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ICT 수업매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방안

이영미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The Composition of Curriculum to Improve ICT Instructional Media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

Young-Mi Lee
College of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ICT 수업매체 활용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ICT 중심 교사 교육과정 구성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들의 교사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역량 수준을 조사하고 ICT 수업매체 역량 교육의 필요성
을 확인한 후, ICT 중심 교사 교육과정 내용 구성안을 설계하였다. 207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역량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교육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하위 지표들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ICT 중심 교사 교육과정을 ICT 수업매체 소양교육과 ICT 수업매체 활용교육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은 교사의 역량수준에 따라 인식, 적용, 확산의 3수준으로 위계화 되며 수준별 설정된 목표에 근거하
여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에서는 ICT 수업매체와 관련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해 ICT 활용 교육정책 이해, ICT
교육과정의 목표와 평가 이해로 구성된 ICT 소양교육과 교수학습방법 활용, 디지털 기술의 적용, ICT 학습 환경 구성 
및 관리를 포함한 ICT 활용교육으로 구성하여 ICT 중심 교사 교육과정 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CT-oriented teacher curriculum in order to improve
early childhood teacher's competency using ICT instructional media.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current level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mpetency. After 
identifying the necessity of ICT instructional media competency, the contents of an ICT-oriented teacher
curriculum were designed. A survey of teacher competency among 207 teachers showed the highest 
educational need for ICT instructional media competency. In addition, ICT-based teacher curriculum 
was classified into ICT literacy education and ICT utilization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sub-indexes on ICT instructional media competency. Each part was hierarchized into three levels of 
awareness, application, and spread according to the teacher's competency level and the educational 
content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goals set for each level. In this study, it consisted of ICT literacy
education, including understanding educational policy related to ICT utilization, understanding the goals
and assessment of the ICT curriculum and ICT utilization education, including the use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ICT learning environment building and management
for developing teacher professionalism related to ICT instructional media.

Keywords : ICT Instruction Media Competency, Early Childhood Teacher Curriculum, Teacher Competency,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Instruc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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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이하 ICT)이 학교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12월 교육부의 ‘학교컴퓨
터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한 시점이며 이후 정보화 사회
로의 진입과 발전을 위해 학교교육에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은 주로 초·중·고등학교를 중점으로 이루어
졌고 유아교육에서는 1995년 이후에야 적용을 시작하게 
되었다[1]. 유아교육에서 정보통신을 활용한 교육이 초·
중·고등학교에 비해 미비한 이유는 유아 발달적 측면에
서 매체를 활용한 교육보다는 감각을 활용한 구체적 사
물 또는 실물중심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재 사
회에서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ICT 
매체 활용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변환
은 ICT 매체의 교육 현장 도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
로 만들어 주어 유아교육에서도 ICT 매체를 활용한 교육
의 진입을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수차
례에 걸친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정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실시가 시작
되었고 수업에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이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 

유아교육에 컴퓨터 등의 ICT 매체의 활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유아교육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는 반면 현재는 유아교
육에서 컴퓨터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에 초
점을 두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시대적인 사회적 
변화와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ICT 매체의 도입 여부보다는 활용 방법과 전략에 더 많
은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ICT 매체를 유아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유아의 
학습경험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구축함으로써 교
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CT 매체 활용 역
량을 가진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2][3]. ICT 교육이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초·
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아교육에서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
과 유아교육환경의 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개념으
로 재정립되기 때문에 유아중심의 ICT 매체 활용 교육은 
유아 주도적인 ICT 매체 활용에 한계로 작용하므로 유아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4].

유아교사의 ICT 매체 활용 능력을 양성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유아들에게 
ICT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다양
하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ICT 매체 활용 교육의 
경우에도 각 교과영역과 유아특성에 따라 활용되는 매체
의 종류와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ICT 
매체 활용 역량과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유아교사 교육은 ICT 매체 활용 교육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교사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ICT 매체에 중점화된 교사교육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관
심은 크지 않다.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ICT매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효과성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
요성과 비교하면 현 상황에서의 유아교사를 위한 교육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5,6]. 유아
교육에서 ICT 수업매체의 도입을 필수적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면 이제는 좀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
해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ICT 수업매체를 직접 활용해
야 하는 유아교사를 위한 ICT 중심 교육 내용 구성이 제
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중요도
와 실제 역량 수준을 조사해 보고 ICT 역량에 대한 교육 
필요 정도를 확인한 후 ICT 중심 교사 교육과정 내용 구
성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 역량 지표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들의 역량수준을 
고려한 ICT 중심 교육과정 구성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2. 본론

2.1 유아 교육과정과 ICT 매체 활용 교육
유아교사들의 대부분은 놀이와 ICT 매체가 유아교육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의 교육과
정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사교육에 ICT 매체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7,8]. 유아교육에 
있어서 ICT 매체 활용 교육과정에서는 유아들의 발달수
준에 적합한 교육목표, 내용 및 형태, 지식과 기술을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은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
육과정에 있어서 정보화 및 ICT 매체 활용에 대한 내용
이 제안된 것은 90년대 후반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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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늦게 실시되었다. 
1969년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문교부령으로 최초

로 제정·공포된 이후 1998년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정보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정보화 교육의 강화는 6차 교
육과정에서 유아들의 감성계발교육과 창의성 및 정보능
력 함양교육이 강화되면서 실시되기 시작했고 2012년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및 2019년 놀이중심의 개
정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보화교육은 유치원교육과정
에서 점차 확대·강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10].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정보화 능력 강조는 21세기 세계화·정보
화 시대에 지식위주교육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감성계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는 한
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한 배경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기본능력 배양을 위해 창의성, 정보능력, 기본생활습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감성계발 등을 강조하고 있는 차
별성을 나타내고 있다[11,12].

2.2 교사를 위한 ICT 매체 활용 교육내용 구성
유아교사를 위한 ICT 매체 교육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를 통해 중요성이 언급되어지고 있으나 체계화된 교사교
육 내용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부족한 
상태이다[1,7,8,12].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ICT 매체 
교육은 ICT 매체에 대한 소양교육과 ICT 매체 활용 교
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ICT 매체 소양교육은 ICT 매체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 정보의 생성, 처리, 분석, 검색 등 
기본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1].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사들은 컴퓨터, 각종 정보통신
기기, 멀티미디어 매체 및 응용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반면 ICT 매체 활용교육은 정보소
양능력을 기반으로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1]. 즉 ICT 매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
여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교사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습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ICT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
고자 한다[1]. 

따라서 유아교사가 ICT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수업에 ICT 매체를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ICT 매체에 대한 소양교육과 ICT 매체 활용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을 제시하는 것과 ICT 매체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있는 교육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CT 매체에 대한 지식 중심교육은 ICT 매체를 활용하
는 교육의 목표,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
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고 기술 중심 교육은 
구체적으로 ICT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태도 중심 교육에 있어서는 ICT 매체 활용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 활용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
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1,13]. 또 다른 관련 선
행연구에서는 ICT 매체 활용교육에 대해 일반적인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정보검색 수준을 넘어서 응용프로그램
을 이용한 수업활동 즉 그림, 사진, 동영상 편집 및 제작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과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빔 
프로젝트, 스마트폰 등과 같은 ICT 매체 활용전략에 대
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4].

ICT 매체의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기존 교사 교육과정에 기반 하여 ICT 매체 
활용을 위한 교육구성 및 ICT 매체 활용 전략 방안을 제
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있어 각 교사의 개별적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내용 구
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기반 하여 ICT 수업매체 활용에 관
련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제
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ICT 수업매체
를 포함한 교사역량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유아교사 역량 진단 지표

[15]를 활용하였다. 역량진단 검사는 총 7개 역량군(교육
과정 이해 역량(5문항), 교육과정 운영 역량(7문항), 유아
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8문항), 자기개발 역량(11문
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6문항), 학급운영 역량(5
문항), ICT수업매체 역량(9문항))과 각 역량군에 대한 하
위 역량을 포함하여 총 51개 역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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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974(교육과
정이해역량: .786, 교육과정운영역량: .909,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역량: .896, 자기개발역량: .899,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875, 학급운영역량: .843, ICT 수업매
체 역량: .961)이다. 자료 분석은 각 지표별로 평균값, 최
소값, 최대값, 비율, 상위 15%를 측정하였고 모든 문항은 
Likert 5간 척도(매우 그렇다∼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
하였다. 

3.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는 사전에 개별 유아교육기관 원장에게 전화

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우편으로 설문
지를 보내고 회수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문항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14개를 제외한 나머지 207
개의 설문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후 분
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백
분율, 상위 15%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교사를 위한 
ICT 수업매체 중심 교육과정 구성안은 선행연구[1,4,16]
를 기초로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유아교육 전공 
전문가 3인과 교육학 전공 전문가 2인의 검토와 3차에 
걸친 논의 및 협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교육과
정안의 각 내용은 적합, 수정 및 보완, 부적합으로 전문가
별 검토의견을 수합하였으며 각 내용에 대한 전문가 내
용 일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유아교사의 ICT 수업매체 역량 진단 결과
4.1.1 역량군별 중요도 
유아교사 역량진단은 7개의 역량군으로 분류되며 각 

역량군에 따라 총 51개의 하위역량지표로 구성되어 있
다.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한 결과 7개 
역량군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역량군은 ‘유아에 대한 이
해 및 태도역량’(15.04%)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기
개발역량’(14.6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14.4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유아교사들은 교사로
서의 갖추어야 할 인지적, 정의적, 태도적 영역에서의 유
아특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수업기술 등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ICT 수업매체 
역량’(13.22%)에 대한 중요성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ICT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ICT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competency 
group

aver
age

minimu
m

maxim
um % top 

15%
curriculum 

understanding 21.79 12 25 14.19 25.0

curriculum 
management 30.89 20 35 14.36 35.0

comprehension 
and attitude 

toward young 
child

36.97 25 40 15.04 40.0

self-development 49.44 32 55 14.63 55.0
interpersonal & 

communi
cation skill 

26.67 18 30 14.47 30.0

class management 21.61 15 25 14.07 25.0

ICT instructional 
media 36.56 20 45 13.22 45.0

Table 1. Importance of teacher competency

4.1.2 역량군별 현재 수준 
유아교사들의 실제 역량수준을 자가 평가에 기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역량수준이 가장 높은 역량군은 ‘유아
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15.33%)이며 다음으로는 ‘자
기개발역량’(15.19%)이며,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
량’(14.90%)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ICT 수업매체 역량’(12.69%)이었다. 
조사결과가 교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유사한 결과로 나
타난 것은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역량, 자기개발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이 기존부터 유아교사로서 갖
추어야 할 주요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역량
에 대한 관심수준이 다른 역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4.1.3 역량군별 교육 필요 정도
7개의 역량군별 유아교사들의 각 역량군에 대한 중요

도와 현재수준간의 차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필요 정도
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영역은 ‘ICT 수업매
체 역량’(7.86)이며 다음으로는 ‘자기개발역량’(7.47), ‘교
육과정운영역량’(6.50) 순으로 나타났다. ICT수업매체 
역량은 중요도와 현재수준 조사 결과에 있어서 가장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역량영역에 비해 그 차이
가 크게 발생되어 교사교육의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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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group

aver
age

minimu
m

maximu
m % top 

15%

curriculum 
understanding 16.99 9 25 13.53 20.0

curriculum 
management 24.39 10 35 13.87 28.0

comprehension 
and attitude 

toward young 
child

30.80 16 40 15.33 36.0

self-development 41.97 21 55 15.19 48.0

interpersonal & 
communi

cation skill 
22.46 12 30 14.90 27.0

class 
management 18.21 10 25 14.50 21.0

ICT instructional 
media 28.70 9 45 12.69 36.0

Table 2. Current level of teacher competency

　competency group importa
nce 

current 
level need 

curriculum understanding 21.79 16.99 4.80

curriculum management 30.89 24.39 6.50
comprehension and attitude 

toward young child 36.97 30.8 6.17

self-development 49.44 41.97 7.47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skill 26.67 22.46 4.21

class management 21.61 18.21 3.40
ICT instructional media 36.56 28.70 7.86

Table 3.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current 
level

4.1.4 ICT 수업 매체 하위역량 지표별 중요도
ICT 수업 매체 역량군의 하위역량에 대해서는 ‘개별

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ICT 수업매체 활
용’(11.27%)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는 ‘ICT 수업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탐색’(11.17%),　 ’수업에 적합한 ICT 수업매체 선정
(11.1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CT 수업매
체 특성 이해 능력’(10.91%)와 ‘수업에 활용된 ICT 수업
매체 평가능력’(10.93%)을 제외하고는 역량지표 간 중요
도에 큰 차이가 없어 ICT 수업매체에 관련된 역량의 대
부분이 유사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며 특히 유
아의 특성에 따른 수업매체의 활용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mpetency group avera
ge

minimu
m

maxim
um % top 

15%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ICT 

instruction media 
3.99 2.0 5.0 10.91 5.0

　Selection of ICT 
instruction media  
suitable for class

4.09 2.0 5.0 11.17 5.0

　Explor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using 
ICT instruction media

4.09 2.0 5.0 11.17 5.0

　Use of ICT instruction 
media suitable for class 4.08 2.0 5.0 11.15 5.0

Evaluation of ICT 
instruction media Used 

in Classes
4.00 2.0 5.0 10.93 5.0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CT 

instruction media
4.08 2.0 5.0 11.15 5.0

　Use of ICT instruction 
media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 young child

4.12 2.0 5.0 11.27 5.0

Understanding the    
effectiveness of ICT 
instruction media

4.07 2.0 5.0 11.13 5.0

problem solving of ICT 
instruction media 4.06 2.0 5.0 11.11 5.0

Table 4. Importance of ICT instruction media 
competency Index

4.1.5 ICT 수업 매체 하위역량 지표별 현재수준
ICT 수업매체 역량의 현재수준에 대해서는 ‘ICT 수업

매체 특성 이해’ (11.3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는 ‘ICT 수업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탐
색’(11.31%), ‘수업에 적합한 ICT 수업매체 선정능
력’(11.24%)순으로 나타났다. 역량지표의 중요도 분석결
과에 기준할 때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개별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ICT 수업매체 활용’(11.27%)의 경
우 현재수준(10.91%)은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표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ICT 수업매체 활용’(0.99) 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수준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ICT 수업매체 활용에 대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유아교사의 ICT 수업매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방안

593

competency group ave
rage

mini
mum

maxi
mum % top 

15% nee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ICT 

instruction media 
3.26 1.0 5.0 11.35 4.0 0.73 

　Selection of ICT 
instruction media  
suitable for class

3.23 1.0 5.0 11.24 4.0 0.86 

　Explore 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using ICT 
instruction media

3.25 1.0 5.0 11.31 4.0 0.84 

　Use of ICT 
instruction media 
suitable for class

3.19 1.0 5.0 11.11 4.0 0.89 

Evaluation of ICT 
instruction media 
Used in Classes

3.12 1.0 5.0 10.86 4.0 0.88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CT 
instruction media

3.14 1.0 5.0 10.94 4.0 0.94 

　Use of ICT 
instruction media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 young 

child

3.13 1.0 5.0 10.91 4.0 0.99 

Understanding the  
effectiveness of ICT 
instruction media

3.21 1.0 5.0 11.19 4.0 0.86 

problem solving of 
ICT instruction media 3.18 1.0 5.0 11.09 4.0 0.88 

Table 5. Current level of ICT instruction media 
competency and education need

4.2 ICT 수업매체 활용 중심 교육과정 구성안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분석한 연

구결과  표 1, 표 2,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역량 
중 교육 필요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ICT 수업매
체 역량’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서 ICT 영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ICT 수업매체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안
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표 4, 표 5의 분석결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4에 의하면 ICT 수업매체 역량들 중 중
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ICT 수업매체 특성 이
해 능력’과 ‘수업에 활용된 ICT 수업평가 능력’이다. 이러
한 결과는 ICT 수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활용을 위
한 기초로 소양교육을 실시할 때 현 교육환경에서 ICT 
수업매체의 필요성과 교육 과정에서 ICT 수업 관련 목
표, 교수학습, 평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또한 표 5의 분석 결과

에 따르면 교육의 필요 정도가 높은 영역은 ‘개별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ICT 수업매체 활용’, ‘ICT 수업매
체 활용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능력’, ‘수업에 적합한 
ICT 수업매체 활용 능력’ 등 ICT 수업매체 활용에 중점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ICT 수업매체 역량을 위한 교
육과정은 ICT 수업매체 활용에 대한 교육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ICT 수업매체 역량강
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구성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아래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
교사 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평균, 상위 15%를 기준으로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3수준(인식, 적용, 
확산)으로 분류하여 교육내용 구성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안은 ICT 수업매체 소양교육과 ICT 수업매
체 활용교육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교사의 역량수준에 따
라 인식, 적용, 확산으로 위계화 되고 각 수준별 설정된 
목표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이 선정, 조직될 수 있다. 유아
교사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ICT 수업매체들에 대해 소개
하고 이를 활용한 ICT 경험을 제공해야 하므로 ICT 수
업매체 교육내용은 이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활용방법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유아교사 역량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ICT 수
업매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우선적으로 ICT 소양교육에서 ICT 활용에 
대한 교육정책이해를 통해 ICT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
식하고 교과에 사용할 수 있는 ICT 매체에 대한 기본 지
식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후 ICT 활용 교육을 통해 
수업에서 다양한 ICT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ICT 기반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ICT 환경에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적용단
계에서는 인식수준의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ICT 매체
를 활용하는 수업을 설계하고 프로젝트, 협력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ICT 수업매체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ICT활용 
수업의 확산자, 공유자, 코칭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
하여 교사 및 학습 커뮤니티 등의 활동을 통해 ICT 수업 
매체 활용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T 소양교육은 ICT 활용교육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
공하며 ICT 활용교육 과정에서는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
과 같이 ‘개별 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ICT 수업매
체 활용’과 ‘ICT 수업매체 활용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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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양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
함될 수 있다. 즉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안은 각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더욱 구체화하여 
해당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ICT 소양교육과 활용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구성안을 도
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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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Using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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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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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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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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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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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CT instruction media centered teacher 
curriculum framework

5. 결론

유아교육에서의 ICT 매체활용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
견들이 분분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른 학교급과는 달리 
유아교육은 유아들의 감각을 통한 실물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CT는 사회 현상의 한 
특성으로 더 이상 거부될 수도 묵과될 수도 없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는 ICT 매체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및 방법에 더 많은 고민이 이루
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즉 유아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과영역에 따라 어떠한 수업 도구나 매체들이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17]. 유아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
수매체와 도구가 교수학습과정에 도입되어야 하고 이때
의 매체와 도구는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6], UNESCO에서도 제안하였다시피 
ICT매체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16].

유아교육에서의 ICT 매체활용에 관심은 점차 증가되
고 있는 추세이며 선행 연구들에서도 ICT 매체활용교육
이 유아들의 수 교육, 언어교육, 인지적, 정서 사회적 , 운
동 기술과 창의력 양성을 촉진화한다고 밝히고 있어 유
아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 진다
면 유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6,18,19,20,21]. 따라서 유아들의 발
달수준에 맞춘 ICT 매체 활용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ICT매체 역량을 양성하는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연수 프로그
램을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수립이 요구
된다. 

유아교사에게 있어서 ICT 매체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ICT 매체 활용 교
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교육목표, 학습자 특성, ICT 매체 
기본 소양지식 및 교사의 ICT 매체 활용방법에 대한 기
술 간의 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의 ICT 수업매체 역
량 강화와 이를 위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ICT 수업매체를 포함한 교
사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였고 ICT 수업매체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사교육 기본 교육과정 구성안을 제시해 보았
다. 교사들의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수준을 조사한 결과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과 
‘자기개발역량’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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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수준 간의 차이를 통한 교육 필요 정도에서는 ‘ICT 
수업매체 활용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ICT 리터러시에 대한 요구분석 연구[14]에서 유아교
사들의 ICT 매체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ICT 매체 
활용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함께 유아교사의 
ICT 수업매체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유아교사들의 ICT 
수업매체 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 체계화된 교육과정 구
성 즉 수준별 교육목적과 달성 가능한 교육내용들로 이
루어진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안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구성안은 교사를 위한 ICT 
수업매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방향
을 제안한 것으로 그 이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과 통합되어 세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안은 교사들의 역량수준에 따라 교육내용들을 범주
화시킨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각 범주에 따라 교육내
용을 더욱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함께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에 있어 ICT 수업매체 활
용 교사교육의 실현 확대를 이루어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서 역량 있는 유아교사로 성장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
상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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