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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행정 업무 및 교육에서 활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알알아보고 이에 대한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고 많은 업무로 인하여 컴퓨터의 고급 기능

을 섭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의 등장이나 업무에서 활용이 높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필수 기능 

및 업무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목표 및 수행준거를 제시하고자한다. 

키워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유아교육기관(Children Education institute), 유치원교사(Young 
Child‘s Teacher)

I. Introduction

 본 연구는 유치원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멀티미디어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유치원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위주로 컴퓨터 교육을 예비유치원 교사에게 활용하므로써 유치원 

교사의 과도한 수업에 대한 부담과 행정업무를 완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 유치원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의 개요와 이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 그리고, NCS 
기반 수행준거를 함께 제시한다. 4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소개한다.

 

II. Preliminaries

  유치원 교사의 컴퓨터 활용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아 관련 소프트웨어나 앱, 혹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법에 관한 연구[1~5]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는 것으로써 유치원 교사로서 행정 업무 및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행준거 

및 활동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 유치원교사로서 가능한 

컴퓨터 자격증을 소개하므로써 수업을 통해 이에 대한 취득을 권장하

고자 한다. 여기에는 국가 공인과 민간 자격증이 있다. 유아 컴퓨터 

지도사는 유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고 유아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수자료 

및 교구제작 등에 전문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인증하는 자격인데 

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인증하고 있다

(http://www.hands-on.or.kr/). 그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국제 

자격증인 MOS, 대한상공회의소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한국산업관리공단의 그래픽 활용기능사 자격증 등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 및 유치원 교사의 교육에 

활용되는 업무를 분류하면 그림1과 같다. 

Fig. 1. 멀티미디어 활용 

이에 대한 멀티미디어 관련 교과목에 대해 NCS 기반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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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S/W 주요 활동 내용

오피스(사

무

관리)

한글

(워드)

유치원 소개서 만들기

주간, 월간 및 연간 계획안 만들기

원아 수료증 및 상장 만들기

신문 혹은 가정 통신문 만들기

체험 활동 계획서 만들기 등

파워포인트
졸업 앨범 만들기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 자료 만들기

엑셀

월간 급식표 작성하기

원아 명단표 작성하기

신체 발달 분석표 만들기

급여 및 유치원 회계 관리하기 등

인터넷 활용

유치원 홈페이지 관리하기

유치원 카페 및 블로그 운영하기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수집하기 등

그래픽 

혹은 

동영상

포토샵

플래시

무비메이커

화면 캡쳐 및 사진 수정하기

플래시 동화 및 동영상 만들기 등

Table 1. 멀티미디어 S/W에 따른 주요 활동 내용 

활용의 교육목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수행준거를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교육목표와 수행준거에 의거하여 멀티미디어 S/W 활용에 

따른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되는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교육목표와 수행준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지침을 설계하여 예비유치원교사들의 컴퓨

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수업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한다. 향후에 본 연구는 예비 교사 대상 멀티미디어 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수업지도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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