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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BAM( 심 심수용모형)에 기 하여 신  교수매체이자 방법인 피지컬 컴퓨 에 한 유치원 교사의 

심수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유치원 교사 11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고 CBAM 모형을 이용한 백분  

분석,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시행하 다. 연구결과, 유치원 교사의 심도는 체로 비  무 심자 패턴으로 해석

되나, 형  유형에 비해 1단계(정보), 2단계(개인), 3단계(운 )에 한 심도가 다소 높고 4단계(결과) 심수 이 낮은 

패턴 양상을 보 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심도가 4단계(결과)와 6단계
(재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 향후 피지컬 컴퓨  활용 계획이 있는 교사에 비해 활용 계획이 없는 교사가 

0단계(지각)에서 유의하게 심도가 높았으며 3단계를 제외한 1~6단계에서 유의하게 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kindergarten teachers' concerns in physical computing, which corresponds 
to the innovative teaching method, based on CBAM.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18
kindergarten teachers. Percentile analysis and MANOVA using CBAM model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kindergarten teachers' concern level is analyzed to be a critical non-user pattern on the whole. However,
a pattern aspect was shown with a slightly high concern in stage 1, stage 2 and stage 3 compared to a typical type,
and with a low concern level in stage 4. In consequence of having implemented MANOVA, the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concern level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 in stage 4 and stage 6 compared to a public kindergarten.
Also, compared to the teachers who plan to utilize physical computing from now on, the teachers who don't have 
a plan of the application had significantly high concern level in stage 0. The concern level score was significantly
low in 1~6 stages excluding stage 3. 

Keywords : Physical Computing, Concerns-Based Adoption Model(CBAM),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Kindergarten Teacher, Stages of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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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가 화두가 되면서 교육계 

역시 새로운 산업 구조에 합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1]. 미국의 표 인 역량 연구기 인 Th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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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21st Learning(P21)은 18개월 아에서부터 6세 유아
를 한 21세기 역량으로 비  사고, 력, 의사소통, 
창의성, 테크놀로지 문해력, 사회-정서  발달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이 6가지 역량은 각기 분 으로 키워지

는 것이 아니라 탐색, 발견, 놀이, 창의성, 실험과 즐거움
에 기반 하여 유아기 학습과 통합되어 함양될 수 있음을 

밝혔다[2]. 
이러한 미래사회 핵심역량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

은 신  공학매체의 교육  활용이다. 통 으로 사

용해 온 컴퓨터 기반 소 트웨어나 인터넷, 디지털카메
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외에도 최근에는 3D 린터
나 로 , 드론, 증강 실(AR)이나 가상 실(VR)에 이르
기까지 보다 다양한 매체를 유아교육활동이나 놀이 활동

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 트웨어교육이 · 등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됨에 따라 알버트(Albert)나 비 (Bee-bot)같은 코
딩용 로 을 활용한 코딩교육[3-4]이나 언 러그드 컴퓨

[5], 피지컬 컴퓨  도구[6]를 활용한 유아컴퓨  교육

에 한 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  피지컬 컴퓨 은 컴퓨  도구가 실 세계의 물

리  정보를 입력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물리 으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7].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결합을 통해 

물리  개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추상 인 아이디어를 

창의 으로 표 하고 구체 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으므

로[8] 실생활 맥락 안에서 문제해결을 한 창의  사고

력과 과학  탐구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

다[9, 10]. 한 소 트웨어로 구 한 알고리즘을 센서

(sensor)와 엑 에이터(actuator)를 통해 물리 으로 사

물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역시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

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11]. 를 들어 유아를 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표  피지컬 컴퓨  도구인 Makey Makey의 경우 
주변의 류가 흐르는 모든 물체를 터치패드 입력장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통  입력장치인 키

보드나 마우스를 벗어나 바나나 같은 과일부터 클 이까

지 기가 통하는 모든 물체를 아주 쉽게 입력장치로 만

들어 볼 수 있게 된다. 

Fig. 1. Computing activity with Makey Makey for young 
children 

실제로 이 피지컬 컴퓨  도구를 만 5세 유아에게 
용하여 과학  소양에 미치는 정  효과를 밝힌 연구

[6]가 수행된 바 있어 유아교육 환경에서 피지컬 컴퓨  

도구의 활용가능성이 실증 으로 확인되기도 하 다. 이 
연구에서는 피지컬 컴퓨  도구로 과일의 도성을 이용

하여 음률 역에서 과일악기를 만들거나 흑연의 도성

을 통해 그림에서 소리와 빛이 나게 하는 등 다양한 놀

이 활동들이 구안되었다.   
이처럼 피지컬 컴퓨 은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물(computational artifact)을 창조하며 새로운 지식
을 도출하기 한 창의  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

공한다는 에서[12] 서두에서 언 한 미래핵심역량을 

계발하기 한 통합  교육활동에 용하기에 합한 방

법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교육의 표  

방법인 로그래 (코딩) 교육에 비해 구체물이나 실제
인 경험을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유아 수 에 

보다 발달 으로 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아
를 상으로 한 피지컬 컴퓨  교육의 목표는 추상 인 

로그래  언어를 습득하거나 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이 아니라 피지컬컴퓨  도구를 매개로 유아 주변의 일

상  소재나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놀

이 활동 속에서 창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돕는 것

이다.  
그동안 피지컬 컴퓨  도구의 풍부한 교육  활용 가

능성과 가치는 · 등교육 장에서의 다양한 용 사
례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STEM․STEAM교육에 활용
된 사례들[13-15]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  

교육이 학습자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몰입도와 흥미도 
등을 신장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그러
나 이에 비해 국내 유아교육 장에서는 아직까지 활발

하게 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신의 목표에 달성하기 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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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신을 통한 교육  변화를 체험해야 하며, 이
러한 변화에는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신을 하는 마
음가짐, 태도, 인식 등 정의  역이 큰 향을 미친다

[1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피지컬 컴퓨  도구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교실에 도입되고 극 으로 활용

하도록 데에는 교사의 신에 한 심이 그 무엇보다

도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피지컬 컴퓨 에 

한 심도를 심 심수용모형(Concern-Based Adoption 
Model, CBAM)을 활용하여 탐색하고자 하 다. 심

심수용모형은 신사용과 련된 수용주체의 심과 행

동을 탐지하기 해 사용되므로 신확산을 한 노력의 

진척 여부를 진단하기 한 강력한 도구이며, 이 모형은 
그러한 노력이 시작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17]. 
따라서 새로운 공학매체의 도입이나 소 트웨어교육과 

같은 교육 신과 련된 많은 선행연구들[16-22]이 이 
모형을 활용하여 교사의 심과 인식 수 을 진단하고자 

하 다. 심 심수용모형은 교육 장의 신과 변화에 

한 개인의 심(concern)을 진단함으로써 수용자 
에서 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항요

인을 다루는 방안을 체계 으로 제시하도록 돕는다[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 심수용모형을 이론  

틀로 활용하여 유치원 교사의 피지컬 컴퓨 에 한 

심도를 조사하고, 기 변인이나 향후 실행계획과 같은 

개인변인에 따른 심도 차이와 그 특성을 악해 보고

자 하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피지컬 컴퓨 을 유아교

육 장에 도입하기 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의 심패턴  경험 속성에 따른 교사교육의 방향

성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 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피지컬 컴퓨 에 한 심도는 

어떠한가?
둘째, 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기 유형, 향후 실행계

획 유무)에 따라 피지컬 컴퓨 에 한 심도

에 차이가 있는가?

1.2 연구방법

1.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122명의 유치원 교사로, 이  불성

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총 118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인구통계학  정보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ademic 
background

College graduate 60 50.8
University graduate 52 44.1

Graduate 4 3.4
Etc. 2 1.7

Qualification
2nd grade 92 78.0
1st grade 22 18.6

Assistant director 4 3.4

Kindergarten type
Public 17 14.4
Private 101 85.6

Future
implementation plan of 

physical computing

Yes 62 52.5

No 56 47.5

Total 11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1.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심단계설문지

(SoCQ: Stages of Concerns Questionnaire)[23] 총 35문
항으로 0단계부터 6단계의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0
단계는 신에 한 흥미 는 심이  없는 지각  

심 수 이다( : 3. 나는 설문지에 제시된 용어 정의를 
보기 까지는 피지컬 컴퓨 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1단계 정보  심은 신에 해 거부감이 없

고 일반 인 특성, 효과, 사용 조건 등 본질 인 면에 흥

미를 가지게 되는 수 이다( : 6. 나는 피지컬 컴퓨 에 

한 제한된 지식만을 갖고 있다). 2단계 개인  심은 

신의 요구조건, 이를 실행하기 한 개인  능력 등에 

해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수 이다( : 7. 나는 피지컬
컴퓨 의 활용이 유아교사로서의 문성을 향상시켜  

것인지 궁 하다). 3단계 운  심은 신의 효율성, 
조직, 운 , 계획, 시간 요구 등에 한 심이 큰 상태이
다( : 4. 나는 피지컬컴퓨 을 활용한 수업을 비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이 된다). 4단계 결과  심

은 학생에 한 신의 효과와 학습결과를 향상시키기 

해 요구되는 실행, 능력 변화에 심이 집 되는 단계

이다( : 11. 나는 피지컬컴퓨 의 활용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교육  효과에 해 심이 있다). 5단계는 력
 심으로 신을 실행하는 일과 련하여 다른 교사

와의 조정과 력에 심이 집 되는 수 이다( : 5. 나
는 다른 교사들이 피지컬컴퓨 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돕

고 싶다). 마지막 6단계는 재  심으로 신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거나 보다 바람직한 안으로 치하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신의 반 인 이 을 탐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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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심이 집 되는 수 이다( : 20. 나는 피지컬컴
퓨 을 활용한 수업에서 요구하는 교수방법을 좀 더 

한 다른 기법으로 수정해 보고 싶다). 설문 문항은 정
지 [17], 박선미 등[18]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피지
컬컴퓨  교육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최  설문 문항

은 유치원 교사 10인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기술의 성과 난이도를 조정하 으며 완성된 설

문 문항은 최종 으로 유아교육 문가 2인과 교육공학 
문가 1인을 상으로 한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설문지 앞면에는 피지컬 컴퓨 의 개념, 유아교육 분

야에서 활용가능한 표 인 교구인 메이키메이키와 

고부스트에 한 활동사진을 포함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인구통계학  배경정보에 이어 ‘이 에 피지컬 컴퓨 에 

해 들어보신 이 있으십니까?’, ‘이 에 컴퓨 과 

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들어보신 이 있으십니까?(횟수
포함)’, ‘향후 피지컬컴퓨 을 교육에 활용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의 유무에 응답하도록 하 다. 심도 설문
의 각 문항은 심 수 에 따라 0～7 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문항구성(Table 2)은 다음과 
같다. 측정 도구의 내 일 성 신뢰도는 Cronbach’ α
=.937이었다.

Stages of Concern Number of questions

Impact
6 Refocusing 2, 9, 20, 22, 31
5 Collaboration 5, 10, 18, 27, 29
4 Consequence 1, 11, 19, 24, 32

Task 3 Management 4, 8, 16, 25, 34

Self
2 Personal 7, 13, 17, 28, 33
1 Informational 6, 14, 15, 26, 35

Unrelated 0 Awareness 3, 12, 21, 23, 30

Table 2. Composition of SoCQ

1.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알아보기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
정 도구의 신뢰도 수 을 알아보기 하여 신뢰도분석

(Cronbach's α)을 실시하 다. 셋째, 심단계설문지

(SoCQ)의 35문항을 7개 심단계별 문항의 수를 합
하여 원 수 평균을 도출한 후, Hall과 Hord[20]가 제안
한 간이 채 표(SoCQ quick scoring device)를 용해 

각 심도별 원 수의 평균과 표 편차, 상  강도를 

반 한 백분  수를 산출하고, 기 유형과 피지컬컴퓨

 활용의도에 따라 심단계 로 일에 나타난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 다. 넷째, 기 유형과 피지컬컴퓨  교

육활용의도에 따라 유치원교사의 심단계에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하기 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
하 다.

2. 연구결과

2.1 유치원교사의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관심도

Stages of Concern M SD Relative 
Intensity(%)

0 Awareness 20.53 4.32 98.53
1 Informational 19.06 5.38 69.78
2 Personal 19.66 5.97 71.32
3 Management 20.20 5.43 77.60
4 Consequence 18.51 6.52 25.53
5 Collaboration 17.50 6.02 38.00
6 Refocusing 18.56 5.31 58.68

Table 3. Stages of concern about physical computing
(n=118)

Fig. 2. Stage of concern profile

유치원 교사의 피지컬 컴퓨 에 한 심도는 0단계
(지각  심)가 9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단계
(결과  심)가 25.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ure 
1의 심도 로 일의 형태를 보면 무 심에 해당하는 

0단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단계에서 69.98로 격히 
낮아지다가 2, 3단계로 가면서 완만히 높아졌다. 그리고 
4단계인 결과  심에서 다시 격히 낮아지는 형태를 

보 으며 력  심인 5단계(38)와 6단계 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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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에서 다시 상승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심도 0~2단계에서 상 으로 높은 강도를 보이고 

4~6단계에서 보다 낮은 강도를 보이는 것은 비사용자
(non-user)의 형  패턴으로 볼 수 있다[24]. 그러나 
신 기에 나타나는 형  패턴에 비해 ‘과제’에 해
당하는 3단계 운 에 한 심도 수 이 다소 높게 나

타났다. 한 체  패턴이 6단계 재  심에서 올

라가는 꼬리 올리기(tailing up) 형태를 보임으로써 비
 비사용자 패턴으로 해석되었다.

2.2 교사 배경변인(기관유형, 향후 활용 계획 

여부)에 따른 피지컬 컴퓨팅 관심도

SoC
Public Private Total

M SD R.I.
(%) M SD R.I

.(%) M SD R.I
.(%)

future 
 plan
-Yes

0 18.29 5.65 96.29 19.38 3.55 97.38 19.26 3.80 97.26
1 20.71 5.12 74.13 21.54 4.11 77.50 21.45 4.19 76.35
2 21.14 8.90 76.28 22.42 4.54 78.84 22.27 5.12 78.54
3 23.43 5.32 86.29 20.74 5.29 79.22 21.05 5.32 80.15
4 20.00 7.83 30.00 22.22 4.41 39.10 21.97 4,87 37.85
5 18.00 5.86 40.00 20.86 4.61 51.44 20.53 4.80 50.12

6 18.71 5.47 59.13 21.27 4.19 70.08 20.99 4.37 68.96

future 
 plan
-No

0 25.10 3.41 99.10 21.26 4.38 99.26 21.95 4.45 99.95
1 15.10 4.99 57.30 16.69 5.43 62.07 16.41 5.35 61.23
2 13.50 6.09 53.50 17.48 5.20 64.92 16.77 5.53 62.08
3 21.50 5.30 81.50 19.54 5.56 75.16 19.89 5.51 76.56
4 11.60 5.34 8.60 15.35 5.96 17.05 14.68 5.98 15.04
5 12.10 5.74 19.30 14.59 5.35 26.47 14.14 5.46 25.42

6 13.20 5.31 34.80 16.46 4.77 49.30 15.88 4.98 46.40

Total

0 22.29 5.52 99.29 20.24 4.04 98.24 20.53 4.32 98.53
1 17.41 5.66 64.23 19.34 5.32 70.02 19.06 5.38 69.78
2 16.65 8.10 61.60 20.17 5.42 72.68 19.66 5.97 71.32
3 22.29 5.23 83.58 20.20 5.42 77.60 20.50 5.43 77.60
4 15.06 7.56 16.18 19.09 6.19 27.27 18.51 6.52 25.53
5 14.30 6.36 25.90 18.00 5.85 40.00 17.50 6.02 38.00
6 15.47 5.91 44.35 19.08 5.05 60.40 18.56 5.31 58.68

Table 4. Stages of concern about physical computing
(n=118)

다변량분산분석의 실시에 앞서 공분산 행력에 한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Box의 M=89.57), 유의확률은 
.07로 유의수  .05보다 크므로 공분산 행렬이 동일함을 
검정하 다. 한 오차분산의 검정결과 7개 변인의 유의
확률이 모두 유의수  .05보다 크므로(.06~.98) 7개 변
인의 오차분산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 유형에 따른 피지컬컴퓨  심도의 다변량분석 

실시 결과, Wilks의 람다값은 .88(F=2.11, p<.05)로 유의
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기 에 따른 피지컬컴퓨  

심도의 변인을 12.1% 설명하 다. 유치원교사의 기

유형에 따른 피지컬컴퓨  심도 단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립
(M=15.06, M.=15.47)에 비해 사립(M=19.09, M=19.08)
이 4단계(결과)와 6단계(재 )에서 유의하게 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지컬컴퓨  교육활용 향후 계획 여부에 따른 심

도의 다변량분석 실시 결과, Wilks의 람다값은 .72(F=6.03, 
p<.05)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향후 활용 계
획 여부에 따른 피지컬컴퓨  심도의 변인을 28.1% 
설명하 다. 유치원교사의 피지컬컴퓨  교육활용 계획 

여부에 따른 피지컬컴퓨  심도 단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향후 활
용 계획이 있는 교사(M=19.26)에 비해 활용 계획이 없
는 교사(M=21.95)가 0단계(지각)에서 유의하게 심도
가 높게 나타났다. 한 활용 계획이 있는 교사

(M=21.24, M=22.27, M=21.97, M=20.53, M=20.99)에 
비해 활용 계획이 없는 교사(M=16.41, M=16.77, 
M=14.68, M=14.14, M=15.88)가 1단계(정보), 2단계(개
인), 4단계(결과), 5단계( 력), 6단계(재 )에서 유의
하게 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Stages of Concern F df p

Organization type

0 Awareness 1.65 1 .20
1 Informational .91 1 .34
2 Personal 3.54 1 .06
3 Management 2.61 1 .11
4 Consequence 4.39 1 .04
5 Collaboration 3.91 1 .05
6 Refocusing 5.67 1 .02

future 
implementation 

plan

0 Awareness 16.54 1 .00
1 Informational 16.85 1 .00
2 Personal 20.33 1 .00
3 Management 1.19 1 .28
4 Consequence 28.75 1 .00
5 Collaboration 20.31 1 .00
6 Refocusing 17.90 1 .00

Organization type
*

future 
implementation 

plan

0 Awareness 86.13 1 .02
1 Informational 2.07 1 .77
2 Personal 25.84 1 .34
3 Management 1.87 1 .80
4 Consequence 8.27 1 .59
5 Collaboration .48 1 .89
6 Refocusing 1.73 1 .78

Table 5. Impact of Organization type and future 
implementation plan on SoCs about 
physical computing                (n=11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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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ge of concern profile according to thei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한 본 연구의 조합된 피지컬컴퓨  심도는 기

과 피지컬컴퓨  교육활용 계획 여부의 상호작용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Wilks’ λ=.91, F=1.51, p>.05). 
그러나 단변량분석을 실시하 을 때, 0단계(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F=86.13, p<.05).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 (Fig 3) 

형태로 기 유형과 향후 실행계획 여부에 따른 심단계 

로 일을 살펴보면 반 인 그래  형(wave)은 모
든 집단이 비  비사용자 패턴을 보 지만, 공립유치
원 교사의 경우 실행계획 여부와 상 없이 운 에 한 

심도가 사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다소 높은 형태를 나

타내었다.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피지컬 컴퓨 에 

한 심도를 심수용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주
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반 인 심도는 지각  심이 가

장 높았고 결과  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교사 
자신과 련된 1단계 정보  심과 2단계 개인  심, 
과제와 련된 3단계(운 )에서의 심도 수 이 다소 

높았다. 1단계의 정보  심 수 이 높은 것은 신에 

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2단
계 개인  심 강도가 높은 양상은 교사 스스로가 무엇

을 기 하는지에 해 불확실하고 새로운 방법을 수행해

야 하는 본인의 능력에 회의 일 때 나타난다[25]. 이는 
변화 기 비사용자의 형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운
에 한 심이 높으면서 결과  심부터 재  단

계로 심도가 격히 높아지는(tailing-up) 양상은 항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유아교사가 피지컬 컴퓨 을 포

함한 소 트웨어교육을 유아교육 장에서 실제 활용해 

본 경험이 하게 낮은 기 비사용자 단계에서 운  

 재 에 한 심이 높다는 은 이행 기 실제 

학생을 가르쳐 보기 시작하기도 에 보다 손쉬운 체

방안에 해 심을 보이는 것으로, 교사들이 비  견

지를 가진다는 해석이 가능한 형태이다. 여기서 ‘비 ’
이라는 의미는 피지컬 컴퓨 에 한 무조건  거부를 

의미한다기보다 재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매

체에 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능형 로 이나 R-러닝, 소 트웨어교육

과 같은 다소 생소한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활용하거나 

최첨단 교수매체를 도입할 때 교사에게서 나타난 선행연

구[16-22]의 심도 로 일 패턴과도 유사하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유치원 교사들이 향후 교육 장에서 피지

컬 컴퓨 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극 으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정보  개인  수 의 심을 

충족시켜  뿐만 아니라 교육실행  운 에 한 여러 

가지 물리 , 심  부담감이나 우려를 해소해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재직 기  유형  향후 활용계획 여부

에 따른 심도를 분석한 결과,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는 경우 4단계 유아에게 미치는 향과 
련된 결과에 한 심과 보다 더 발 인 안에 

한 6단계 재 에서 유의하게 높은 심도를 나타내었

다. 한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교사가 계획이 없는 교사
보다 피지컬 컴퓨 에 한 심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0단계) 3단계 업무에 한 심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
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심도를 보 다. 즉 사립유
치원이나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피지컬 

컴퓨 과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방법에 

한 4~6단계의 심도가 상 으로 높았다. 4~6단계
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학습에 새로운 변화의 결과가 연

결됨으로써 변화를 증 시키는 데에 심이 있음을 나타

낸다[22].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의 기 유형에 따른 

심도 수  차이는 수요자의 의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의 경우 피지컬 컴퓨 과 같은 새로운 

교수방법 외에도 리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근( 를 
들면, 로젝트 근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고 조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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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특성 자체가 새로운 신안을 도입, 수용, 실행하고자 
하는 포용력이 높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 그
간 리과정과 련된 장학자료들이 4차 산업 명으로 

변되는 시 변화에 맞는 활동 시를 제시하는 데에 한

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목이다.  
기 유형과 향후 실행계획 여부에 따른 심도 로

일 패턴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개인  심수

보다 오히려 3단계 운 에서 심도가 높은 그래  

형을 나타내었다. 특히 운 에 한 높은 심은 기 장

이나 리자의 리더십을 포함한 략  행동이 필요함을 

보여 다. 여기서 략 인 행동은 교사의 신  교육

실행을 보다 극 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25]. 즉 새
로운 교수매체의 도입과 련된 업무를 무조건 으로 교

사에게 일임하여 교사가 이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기 장의 리더십이 요하다

고 하겠다. 향후 피지컬 컴퓨 의 교육  활용을 한 자

료개발 과정에 교사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교사 성과

발표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데에 우선 으로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기 유형, 향후 운 에

의 의지 등에 따라 피지컬 컴퓨 에 한 다양한 심도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피지컬 컴퓨 을 유아교육 맥

락에 도입할 때 장의 다양성과 개인의 동기화 수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함을 보여 다 하겠다. 한 교
사의 심단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25] 일회
성의 지원을 지양하고 심도 변화양상을 지속 으로 진

단하여 지원 략 역시 이에 따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 이러한 교사 심도가 유아
교육 장에서 실 으로 반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피지컬 컴퓨 을 포함

한 소 트웨어교육을 한 교사교육도 · 등교육에만 
머물고 있으며 유아를 상으로 한 소 트웨어교육의 실

행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아교육 장에서 소 트웨어교육이 상업화되

고, 무분별한 사교육 확산 우려로 인해 아이들에게 노출
시키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일부 비  견해는 연구자

들의 심부족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교사 심도를 반 한 활발한 연구와 

실  지원이 필요한 시 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
사의 피지컬 컴퓨 에 한 심도를 설문지를 통해서만 

알아보았으므로 향후 설문지 외에 면담 등 교사들의 목

소리를 반 한 보다 심층 인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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