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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a director's

support for coding education perceived by childcare teachers on th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the learning community and the intention to implement coding

educa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2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at day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a structural

model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sult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fant teacher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between a director's support and infant teacher's intention

to implement coding education positively mediates the director's support and

infant teacher's intention to implement coding education. In particular, it was

discovered tha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ding-related learning communities

had the greatest impact on infant teachers' intentions to implement coding

education based on total effectiveness.

Conclusion/Implications: The abov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intention of infant teachers to implement codi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learning community related to coding education and

encourage participation from infant teachers.

key words director's support, learning community, intent to implement coding training

Ⅰ. 서 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많은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능력 외에도 다

양한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융합적 역량이 요구된다. 일상생활

에서 경험하는 문제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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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가는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다(Wing, 2008). 이는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유아에게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논

리적․창의적 사고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에게 기본 소양 교육으로 문제해

결력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지원하는 코딩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코딩교육이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논리적으로 해

결해 나갈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김보현, 구

광현, 김화록, 2021). 코딩교육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 직접 프로그래밍해 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McPake, Plowman, & Stephen,

2013). 이에 보육현장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를 통한 코딩교육이 시도되고 있

다(김원준, 김은아, 오새경, 2019; 천희영, 2018). 컴퓨터 없이 보드게임, 언어놀이, 신체게임 등

놀이를 통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언플러그드 코딩교육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유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ell, Witten, &

Fellows, 2015). 플러그드 활동으로 진행되는 코딩교육 또한 유아가 직접 조작하여 프로그램을 구

성하고 실행해보면서 논리적․창의적 사고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현 등 2021; Kazakoff, Sullivan, & Bers, 2013; Strawhacker, Lee, Caine, & Bers, 2015).

보육현장에서는 코딩교육과 누리과정을 연계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원준 등, 2019;

천희영, 2018). 유아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며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누리과정 내용과 코딩교육은 연

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코딩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유아를 위한 코딩교육의 중요성과 누리과정과의 연계 실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코딩교육에 관한 논의가 보고되고 있다. 이

들 연구는 코딩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김원준 등, 2019; 이민영, 2017; 천희영, 2018), 유아교사

의 코딩교육 수용 요인(김보현 등 2021; 윤보란, 2019), 코딩교육의 효과 검증(이우리, 2018; 홍나

연, 2019)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코딩교육 실행

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교사의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한 코딩교육 실행 선행요인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아 코딩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코딩교육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긍정적인 실행의도가 선

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활동이나 패러다임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다양

한 지원이 요구된다(Strawhacker et al.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을 위해

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지원은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보육교

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하위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정순영,

김경란, 2017). 이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높이기 위한 원장의 지지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딩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뿐 아니라 언플러그드 교재교구도 필요하다(Bell et al., 2015; Kazakoff et al.,

2013).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과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코

딩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가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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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코딩교육은 관련 교재교구와 스마트 기기가 준비되어 있

다고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아 코딩교육의 효과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McPake et al., 2013). 보육교사가 코딩교육을

계획․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
갈 수 있도록 원장이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경우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는 높아질 것

이다. 이는 코딩교육에 대한 원장의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전문성 있는 정보의 제공이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등장한 코딩교육 실행에 있어 보육교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코딩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는 것은 코딩교

육에 대한 교사의 막연한 두려움과 정서적인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윤현민, 2010). 또한 교사양성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코딩교육을 현장에 적용

하면서 보육교사는 유아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유

미열, 2011). 보육교사의 코딩교육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이야기해주는 원장의

지원은 보육교사가 코딩교육에 자부심을 느끼고 실행하도록 하는 의도를 높여 줄 수 있다. 원장

의 지지는 보육교사의 보육과정 실행과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김정희 등, 2014; 정순영, 김경란, 2017).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

로 할 때,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관한 원장의 지지를 정보, 물질, 정서, 평가 지지로

세분화하여 그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유아 코딩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천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유아 코딩교육은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천희영,

2018; Kazakoff et al., 2013; Strawhacker et al., 2015). 코딩교육에 관한 보육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유아 코딩교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코딩교육을 통해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는 코딩 놀이 속에서 유아의 컴퓨팅 사고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적 순간의 발견, 적절한 상호작용, 필요한 교육 기자재 및 교재교구 지원 등에 관한 보육교사의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코딩교육에 대한 교육 및 교수 경험이 부

족하고, 코딩교육에 관한 실천적 역량도 다소 미흡할 수 있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코

딩교육 실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유미열, 2011; Karaca, Can, & Yildirim, 2013). 보육교

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딩교육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는 것 이상으

로 이를 응용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천역량 향상이 요구된다. 이

는 유아 코딩교육 실행을 위해 교사 스스로 해당 교육에 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동료

간 협력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보육교사는 동료와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코딩교육 실행

과정을 공유하고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코딩교육 실행

을 위한 지식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공동체는 성찰적 의사결정, 문제의 공유와 해결을 통해 교수과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교수

활동 개선을 도모하는 실천적 협력 공동체로(Sergiovanni, & Strratt, 2007)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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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경험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교육 실행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원지영,

2015; Karaca et al., 2013).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교사 공동체 경험은 교사의 스마트 교육 실천

수준에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원지영, 2015) 스마트 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교사 역량 증진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araca et al.,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딩교

육에 관한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은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

행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장의 지원이 요구된다. 보육교사는

긴 근무시간과 바쁜 일상, 교육뿐 아니라 기타 업무 수행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자신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학습

공동체 참여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원장의 지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남지희, 2017). 관련 선행연구

에서도 학교장이나 원장 등 교육기관 관리자의 지원과 지지가 학습공동체 형성 및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김장래, 2018; 지윤경, 2013). 원장이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나 운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지원할 때 학습공동체는 활성화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코

딩교육 실행의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와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육 실행 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코딩교육과 관련된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는 코딩교육에 대한 원장의 지지와

코딩교육 실행의도의 매개변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지와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육 실행 의도의 관련

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원장의 지지별 내용과 보육교사 코딩교육 실

행의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장의 지지와 유아교

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김보현 등, 2021) 원장의 지지와 유아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와 관계를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그

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장의 지지,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육 실행 의도의 관련성

을 분석한다. 특히 원장의 지지를 물질, 정보, 정서, 평가 지지로 나누어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관

련 학습공동체 참여 및 실행 의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장의 지지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코딩교육 실행이 가능한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지각한 코딩교육 관련 원장의

지지가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육 실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

다. 특히 원장의 지지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의 관계에서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

육 실행 의도를 설명하는 원장의 지지 변인은 무엇이고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원장

의 지지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의 관계에서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매개효

과는 어떠한지를 탐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코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참여와 코딩교육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원장의 지지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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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지지(정보, 정서, 물질, 평가 지지)가 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육 실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정보, 정서, 물질, 평가 지지)와 교사의 코딩교육 실

행의도의 관계에서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312명이다. 연

구대상의 선정은 편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선정과정에서 코딩교육에 대해 사전 이

해와 지식이 없는 교사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본 논문이 코딩교육 관련 실행 경험

이 아닌 향후 실행의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코딩교육 실행 또는 관련 교사교육

수강 경험이 없더라도 코딩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보육교사들은 연구대상에 포함시켰

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내 용 N % 내 용 N %

연령 시설유형

20대 71 22.8 국공립 38 12.2

30대 135 43.3 민간 235 75.3

40대 이상 106 31.0 직장 39 12.5

학력 담임학급연령

고졸 43 13.8 만3세 98 31.4

전문대졸 168 53.8 만4세 83 26.6

4년제 대졸 76 24.4 만5세 91 29.2

대학원 졸업 25 8.0 기타 40 12.8

경력 근무지역

경기 228 73.1
1년미만 5 1.6

서울 6 1.9

1년이상~3년미만 74 23.7 인천 78 25.0

코딩교육 관련 교육 경험3년이상~5년미만 113 36.2
경험있음 187 59.9

5년이상 120 38.5
경험없음 125 40.1

표 1. 연구대상 특성 (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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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원장의 지지

코딩교육에 대한 원장의 지지 연구도구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재영(2012)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하고, 이를 원장의 지지 척도로 수정한 김정희 등(2014)을 코딩교

육의 내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코딩교육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예비조사에서

유아교육 전공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5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원장은 코딩교육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 ‘원장은 코딩교육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빌려준다’ 등과 같이

지지 주체로서의 원장과 내용으로서 ‘코딩교육’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딩교육 관련 원장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 구성요인에 따라 원장의 정보지지(3문항), 정서지

지(3문항), 물질지지(3문항), 평가지지(3문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문항은 5점 척도

(Likert)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를 교사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정보지지 3문항의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s  )는 .91, 정서지지 3문항의 =.87, 물질지지 3문항의 =.93, 평가지지 3문항의 =.96

으로 나타났다.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 총 12문항의 Cronbach's 는 .96로 높게 나타났다.

2)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 측정도구는 한양수와 김영화(2008)가 교사의 교과교육

학습공동체 참여 지속 계획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개 문항을 유아교사의 코딩교육 학습공동

체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코딩교육에 관련된 교수법 세미나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코딩교육 관련 교사연구모임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 총 2문항으

로 구성되며, 5점 척도(Likert)를 활용하였다.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 측정도구의 Cronbach's 는 .95로 높은 내

적 일관성을 보였다.

3) 코딩교육 실행의도

코딩교육 실행의도 연구도구는 박승렬(2008)의 교육과정 실행 수준과 박창현(2012)의 유아교

육과정 실행 척도를 토대로 스마트 교육에 수정하여 활용한 김보현과 이홍재(2019)의 척도를 코

딩교육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김보현과 이홍재(2019)의 스마트 교육 실행

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는 관련 교육 실행 경험이나 지속적 실행 수준과 관

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코딩교육과 향후 실행 의향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선정

하였으며,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코딩교육을 유아교육에 활용할 의향이 있는

지’, ‘유아교육 과정에서 코딩교육 관련 교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Likert)로 측정되었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코딩교육 실행의도 측정도구의 Cronbach's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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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원장과 보육교사 14명

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1일부터 1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구성의 적절

성과 연구도구의 타당성 및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아교육 전공교수 2명과 어린이집 원장

과 보육교사 5명을 대상으로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조사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

행되었다. 설문조사는 구글(google) 설문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직접 방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교사들에게 설문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한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중 미회수 14부, 불성실 응답 24부를 제외하고 최종 312부의 유효 설문지(유효 회수

율: 89.1%)가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4.0과 AMOS 24.0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실시하였다. 연구모

형을 구성하는 변인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

고 Pearson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하였다.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

레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 분석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측정모형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인

χ2=332.37(p=.00)로 나타났으나 χ2의 경우 표본크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Bentler & Bonett,

1980). 적합도 지수와 관련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간명성을

평가하는데 바람직한 지수로 평가받는 RMSEA(≤.10), TLI(≥.90), CFI(≥.90)의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의 RMSEA=.09, TLI=.94, CFI=.96 등으로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나 측정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와 관련해 표준화 요인적재량(λ)은 .80~.96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CR(≥.7)은 .87~.95, AVE(≥.5)는 .69~.91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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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
변수

λ Std. λ S.E. t Cronbach  CR AVE

원장의
정보지지

s1 1.00 .85

.91 .92 .79s2 1.24 .96 .05 23.88

s3 1.10 .85 .06 19.59

원장의
정서지지

s4 1.00 .80

.87 .87 .69s5 1.03 .81 .07 15.92

s6 .98 .89 .06 17.79

원장의
물질지지

s7 1.00 .86

.93 .93 .81s8 1.11 .95 .05 24.58

s9 1.11 .90 .05 21.98

원장의
평가지지

s10 1.00 .95

.96 .96 .89s11 1.03 .94 .03 34.16

s12 .95 .94 .03 33.97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

c1 1.00 .96
.95 .95 .91

c2 .98 .95 .03 35.27

코딩교육
실행 의도

i1 1.00 .94
.93 .93 .88

i2 1.02 .94 .03 30.46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는 AVE 제곱근과 상관계수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3과 같이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인과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측정도구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성 변인 M SD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원장의 정보지지 4.15 .67 .89

② 원장의 정서지지 4.02 .70 .74** .83

③ 원장의 물질지지 3.95 .77 .69** .78** .90

④ 원장의 평가지지 4.14 .70 .77** .79** .82** .94

⑤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3.72 1.04 .44** .42** .36** .40** .95

⑥ 코딩교육 실행의도 3.97 .84 .52** .43** .34** .47** .86** .94

**p <. 01.

주) 대각선 진하게 표시한 값은 AVE 제곱근 값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성 분석 결과

한편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별 평균은 3.95~4.15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인식수준을 보이

고 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원장의 지지중 코딩교육에 대한 정보지지(M = 4.15, SD = .67)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물질지지(M = 3.95, SD = .77)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코딩교육과 관

련된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평균(M = 3.72, SD = 1.04)과 코딩교육 실행 의도의 평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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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SD = .84)은 각각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변인들은 정(positive)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상관계수(r)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는 학습공동체 참여의도(r = .86)와 높은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원장의 정보지지(r = .52), 평가지지(r = .47), 정서지지(r = .43), 물질지지(r = .34) 순

으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딩교육 관련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경우에는

원장의 정보지지(r = .44), 정서지지(r = .42), 평가지지(r = .40), 물질지지(r = .36) 순으로 정(+)의 상

관성을 보이고 있다.

2. 변인간의 영향관계 분석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정보지지, 정서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가 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

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육 실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χ2
= 332.37(p = .00),

RMSEA = .09, TLI = .94, CFI = .96으로 나타나 측정자료와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함을

보여준다. 변인들의 영향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가 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장의 정보지지(B = .41, t = 2.21)만이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장의 정서지지(B = .53, t = 1.88), 물질지지(B = -.34, t = -1.65), 평가지지(B

= .20, t = .87)가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 중 정보지지만이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의도를 긍정적

으로 예측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장의 정보지지(B = .26, t = 3.39), 물질지지(B = -.32, t = -3.63), 평가지지(B = .34, t = 3.47)만이 코

딩교육 실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원장의 정서지지(B = -.09,

t = -.72) 효과의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코딩교육과 관련된 원장의 정서지지를 제외한

정보지지와 물질지지, 평가지지가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물

질지지의 경우는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딩교육에 대한

원장의 물질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코딩교육 실행의도는 오히려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가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B = .66, t =

22.14)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코딩교육에 관한 학습공동체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코딩교육 실행의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1은 코딩교육에 대한 원장의 지지 변인들과 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그리고 코딩교육 실행의도 간의 모수추정치를 보여준다. 외생변수인 원장의 지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변량은 22.7%이고, 원장의 지지와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에 의해 설명되는 코딩교육 실행의도의 변량은 88.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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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B β S.E. t Sig.

원장의 정보지지 →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41* .23 .18 2.21 .027

원장의 정서지지 →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53 .34 .28 1.88 .060

원장의 물질지지 →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34 -.23 .21 -1.65 .100

원장의 평가지지 →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20 .14 .23 .87 .387

원장의 정보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26*** .19 .08 3.39 .000

원장의 정서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09 -.07 .12 -.72 .475

원장의 물질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32*** -.27 .09 -3.63 .000

원장의 평가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34*** .29 .10 3.47 .000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 코딩교육 실행의도 .66*** .83 .03 22.14 .000

*p <. 05, ***p <. 001.

표 4. 변인간 영향관계 분석결과

그림 1.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준화계수

3.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의 매개효과 분석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지지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 관계에서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의 표본(number of

bootstrap samples)은 2,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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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원장의 정보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19*** .19* .38

원장의 정서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07 .28 .21

원장의 물질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27*** -.19 -.47

원장의 평가지지 → 코딩교육 실행의도 .29*** .11 .40

학습공동체 참여의도 → 코딩교육 실행의도 .83*** - .83

*p <. 05, ***p <. 001.

표 5. 직접, 간접, 총효과 분해

의 매개효과는 원장의 정보지지와 코딩교육 실행의도의 관계에서만 유의하다(p < .05). 원장의 정

서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와 코딩교육 실행의도의 관계에서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

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사의 참여

의도는 원장의 정보지지와 코딩교육 실행의도 관계에서만 정(+)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5는 관련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총효과 등 경로분석 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총효과를 기

준으로 할 때,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

동체 참여의도(β = .83)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장의 정보지지가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β = .19, p < .001)와 학습공동체 참여의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β = .14, p <

.05) 모두 유의하다. 이에 비해 코딩교육에 관한 원장의 평가지지(β = .29)와 물질지지(β = -.27)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만 유의하고 학습공동체 참여의도를 경

유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원장의 정서지지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미치는 총효과

는 직접, 간접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다. 이상의 결과들은 교사들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를 우선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학습공

동체 참여의도는 원장의 정보지지 개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딩교육 관련 원장의 지지가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및 코딩교육 실행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내용을 토대로 변인

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문제1과 관련해 변인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지지와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원장의 정

보지지만이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딩교육에 관

한 원장의 정보지지가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를 높여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코딩교육을 위한 학습공동체는 코딩교육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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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실천적인 지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Henderson, 1996). 보육교사는 학습공동체

를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스

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 코딩교육은 현장 교사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교육 활동일 수 있다.

효과적인 코딩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코

딩교육에 관한 실천 지식의 구성은 코딩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기반이 될 때 가능하기 때

문이다(유미열, 2011; 윤현민, 2010). 코딩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원장의 노력은 보육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원장의 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민

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의지를 높이고 코딩교육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교사의 코

딩교육 이해 수준 및 요구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원장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원장의 지지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의 영향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원장의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보현 등(2021) 연구에서는 교사가 유아를 위한 수업으로 코딩교

육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때 코딩교육 실행의도가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원장의 코딩 수

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가 코딩교육의 수업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은 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교사 수업

전문성 증진과 원장 지원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원장의 비전제시, 수업 개선활

동, 수업지원활동, 수업 평가활동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강미영,

2020). 이는 원장의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가 유아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높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원장의 정보지지와 평가지지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롭

게 등장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보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

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김보현, 최양미, 이홍재, 2018; Blackwell, Lauricella, & Wartella,

2014; Earle, 2002). 유아 코딩교육이 보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코딩교육의 교육

목표, 교육적 가치, 교수-학습 방법 등 코딩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코딩교육 실행을

위한 실천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장은 보육교사가 코딩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

천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코딩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딩교육 수업 운

영의 효과성 증진 및 수업 질 개선을 위한 평가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장은 보육교사와의 회의 혹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추구하고 있는 코딩교육의 방

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보육교사가 코딩교육의 유용성과 기대를 가지고 실

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유아 코딩교육에 관한 특강,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진행함으

로써 보육교사의 코딩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형성을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수행도 요구

된다. 또한 코딩교육에 관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주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장의 물질지지는 코딩교육의 실행의도에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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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교육에 대한 원장의 물질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코딩교육의 실행의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교사는 코딩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코딩교육 자료, 기자재 보급

및 시설, 설비 등 물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천희영(2018)의 연

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의 경우 교육용 매체, 교육

기자재 등의 물리적인 환경 지원은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Blackwell et al., 2014; Manny-Ikan, Dagan, Tikochinski, & Zorman, 2011). 그러나 코딩을 위한 교육

용 매체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코딩교육 실행하려는 의

도는 감소할 수 있다(Jeong & Kim, 2017).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만으로는 유아교사의 코딩

교육 실행의도를 높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장은 코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기

자재 및 기기들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자재 및 기기

들을 활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원장의 정서지지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유미열, 2011; 윤현민, 2010)에 의하면 현장에서 코딩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교

사는 교실에 제공되는 교육용 매체 및 기자재를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장에 대한 불

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아교사가 유아 코딩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원장을 정서적 지지자

보다는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장과 교사라는 직책이 의미하는

수직적 관계하에서는 보육교사가 정서적 지원자로서의 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육교사가 코딩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성과 평가자인 원장에게

솔직히 표현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딩교육을 현장 교육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Blackwell et al., 2014). 정서가 인간의 모든 발달에

기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alovey & Mayer, 1990) 교사의 정서적 안정은 유아 코딩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원장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정서적 교류를 위한 지원 체계

를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코딩교육에 관한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의도가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학습공동체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코딩교육 실행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 코딩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유아의 논리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유아가 코딩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Wing, 2008). 선행연구들(Kazakoff et al., 2013; Strawhacker et al.,

2015)에서도 유아교사들은 놀이 중심으로 진행되는 코딩교육을 유아 코딩교육의 가장 이상적 방

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딩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유아의 동기를 유발하

고 능동적으로 코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실천적 역량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유아의 자발성이 존중되는 코딩 놀이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역동

적으로 변화하는 코딩 놀이 상황을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교사의 역량이 요구되기 때

문이다(Lamb & Ahnert, 2006).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코딩교육 활동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실천적 지식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들 간

의 학습과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는 성찰적 의사결정, 문제의 공유와 해결

의 협력적 과정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도와준다(Sergiovanni & Strratt, 200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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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유아 코딩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공동체 참여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코딩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반성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보육교사는 코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을 형성하고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Sergiovanni & Strratt, 2007). 이러한 결과

는 코딩교육이 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코딩교육에 관한 학습공동체를 활

성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어린이집 또는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보육교

사가 서로 협력하여 코딩교육 전문성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연구문제2와 관련해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의도의 매개효과는 원장의 정보지

지와 코딩교육 실행의도 관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코딩 관련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

사의 참여의도가 원장의 정보지지와 코딩교육 실행의도 관계에서만 긍정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총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의도를 우선적으로 재

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교사들 간에도 코딩교육에 관한 지식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원준 등 2019; 윤보란, 2019; 이민영, 2017)에서도 코딩교육에 관한 인식, 실행

의지는 유아교사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

의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가 코딩 관련 교육 참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코딩교육 실행에서 교사의 개인차 해소 및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 수준에

적절한 맞춤형 교육 실행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학습공동체 활동은 보육교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코딩교육 관련 지식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Sergiovanni & Strratt, 2007).

특히 학습공동체는 수평적이고 동등함 모임으로 보육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코

딩교육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남지희, 2017). 자발성과 자유로움은 코딩교육 실행 동기를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할 때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가 자발적이고 자유롭

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사

의 참여의도는 원장의 정보지지와 코딩교육 실행의도 관계에서만 긍정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입

증되었다. 이는 원장이 유아 코딩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원장의 지지보다는 학습공동체 참여가 보육교사의 코딩교

육 실행의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은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원장은 수직적 관계로 학습공동체 운영을 관리하기보다 교사와 수평적 입장에서 학

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간의 협력과 주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자율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딩교육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들의 코딩교육 수준을 이해하고 교육적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

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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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보면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

동체 참여의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공동체는 교사로 하여금 적절한 유아 코딩교육 방

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학습공동체 안에서 코딩교육을 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교사는 유아에게 적절한 코딩교육 운영 방법에 관한 지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딩교육이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에 관한 학습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는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습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관련 학습

공동체 참여나 코딩교육 실행 의도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나 이해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

다. 향후에는 이러한 특성 변인들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다중집단분석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접근

이 필요하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코딩교육에 대한 실행 요인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코딩교육에 대한 실행 요인을 조사, 분석해 보는 것도 유아교사 코딩

교육 실행 연구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코딩교육 실행의도에 관한 보다 심

층적 이해 도모를 위해 사례 연구 등의 질적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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