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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 트웨어교육의 효율 인 확산과 교육 장에서의 

안착은 정책자와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되

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 트웨어교육의 인식의 환 그

리고 그 필요성에 한 상호 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7]. 국가의 인재로서 SW인력을 양성하기 해서는 이

에 한 진로 탐색의 과정이 필수 인데 학생과 교사뿐

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1]. 특히 

학부모가 인식하는 SW교육의 요성과 자녀 역량에서 

SW의 가치 그리고 SW 련 직업과 진로에 한 인식

의 환이 필요하다[8]. 

SW경험이 없는 다수의 일반 학부모들을 상으로 

SW교육에 한 필요성과 가치에 한 인식 변화를 주

기 해서는 SW교육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SW교육 

의지를 갖게 만드는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효과 인 인

식 변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교육에 한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상으로 SW교육이 왜 요

한지, 자녀에게 SW 련 직업을 추천할 때 어떠한 요인

이 그런 의지를 갖게 만드는지에 한 구조방정식 모형

을 개발하여 SW교육의 필요성에 한 실제 인 의지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소프트웨어 인력 정책과 진로 

자녀의 진로와 미래 역량에 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반면 SW교육에 련된 학

부모의 인식과 교육의지에 한 연구는 SW교육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그리 많지 않다. 

우선 자녀의 진로를 한 학부모들의 인식의 요성

의 연구를 살펴본다. 진혜  외(2006)는 자녀의 진로 설

정에 학부모의 진로의식 개선이 가장 요하며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로그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가정 연계 등 진로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2].

박한샘(2010)은 등학생의 직업포부와 직업기 에 

한 선호도와 발달과정을 직업포부 발달이론과 사회인

지이론에 근거해 탐색하 다[1].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사 은 등학생들의 직업과 진

로에 미치는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인식이 많이 

좌우하며 SW 련 직업의 역에서도 부모의 기  요인

이 자녀의 진로와 직업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분

석되었다. 

2.2 선행연구

SW교육에 한 학생과 부모의 인식에 련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김수환과 한선 (2014)은 SW경험 행사에 참여한 학

생들의 SW 교육에 한 인식 연구를 통하여 SW 교육

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정규 교과에서 SW교육의 필

요성과 인식의 요인을 분석하고 교과수업에서의 용 

가능성에 한 분석을 실시하 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SW교육의 재미, 용이성, 유용성이 학교교육

에 용해야 한다는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5]. 

안성훈(2012)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분석에 따른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에서 IT 산업의 인력 

양성을 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에서 정보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제시하 다. 하지만 학부모

들과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한 변인과 IT교육의 요

성에 한 요인의 분석은 부족하 다[4].

한선  외(2015)는 등 SW교육의 필요성에 한 학

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가 SW교육 정책과 

등 SW교과의 필요성에 해 정 이었으며, SW

련 행사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SW교육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학부모를 상으로 한 

SW 련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 다[3].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학생과 학

부모 모두 SW교육에 한 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재미, 용이성, 유용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SW역량이 필요하고 학부모들의 경우 SW정책과 

SW 련 행사를 통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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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및 도구

본 연구의 내용은 소 트웨어 교육 경험이 있는 자녀

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래 핵심 역량으로 SW 역량

과 진로 그리고 SW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기 한 요

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을 탐색하기 

해 기 연구 모형과 설문 항목을 개발하 다. 기의 

연구 모형과 구성요인의 설정은 SW 련 교육의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선행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학생과 학부모의 SW교육 인식의 항목과 함께 SW 련 

정책, SW교육의 략 등에 한 이론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요인을 선정하 다. 

선정된 구성요인의 항목  각 요인 간에 연 성을 

상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해 실제 장에서 

SW교육과 련된 수업과 연구를 하는 교사 7명과 컴퓨

터교육 련 교수진 3명을 심으로 델 이 검사를 통

하여 안의 구성 요인을 선정하 으며 그에 따른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Independent

variables

Mediating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Fig. 1) Initial Research Model

선정된 구성요인은 자녀의 SW 련 능력, 자녀의 교

과 학업 능력, 국가의 SW 정책 인식, SW역량의 요성

에 한 인식 그리고 SW 련 직업의 인식과 SW교육 

의지의 역으로 총 6개 요인을 추출하 고 설문 문항

은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기 모형을 설정하 고 

구성요인은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통하여 자녀의 교

과 학업 능력 역을 제외한 뒤 5가지 요인으로 확정하

다. 설문 문항은 불필요한 내용과 복 문항을 제거한 

뒤 자녀의 SW에 한 심도에 한 5문항, 부모의 

SW정책에 한 인식에 한 4문항, 자녀의 SW 련 진

로직업에 한 4문항, SW 련 역량의 요성에 한 5

문항, 자녀에 한 SW교육의 의지 2문항으로 모두 20

개의 문항을 구성하 다. 20문항은 리커트(Likert) 타입 

5  척도로 구성하 다. 

<Table 1> Survey questionaries 

Category Items

Child's 

SW 

Interest

Child is often interested in SW related activities 

and knowledge.

Child is excellent SW related skills

Child is good for flow capacity

Child has a lot of experience with SW.

Child is very interested in science and engineering 

subjects.

Recognition 

of SW Policy

SW policies are an important and time is 

appropriate.

SW policy has been to promote the public good.

Government is well supported by the SW talent

The media and news have well guiding SW policy.

Child's SW 

Profession

The Internet resource for job-related SW 

changed my perception.

SW related media has changed my perception 

of the child's work.

SW participating experience changed my 

perception of the child's work.

Global spread of SW industry changed my 

perception of the child's work.

Importance 

of SW 

Competency

SW related occupations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my child.

It is important to SW professional competence.

SW competencies are needed in all areas of the 

future profession.

SW capability helps to influence my child in the 

future society.

Schooling helps to get the SW-related job for 

childe in future.

Willingness 

of SW 

Education

I would recommend the SW-related experience 

to my child first.

I would choose a SW subject for a future 

education of child.

3.2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에 참여한 상은 2015년 국 으로 진행되었던 

SW창의캠 에 참여한 학부모  기  캠  과정을 거

쳐 심화캠 에 선발된 학부모 65명과 2016년 SW 컴퓨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50명으로 총 115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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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다. 설문 과정에서 학부모 인식에 향을 주지 

않도록 SW창의캠 와 SW창의컴퓨  행사에서 학부모 

강의나 학생 수업 이 인 행사 등록시 설문지를 배부하

여 실시하 다. 

수집한 자료는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모형 합도 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일

련의 과정을 거쳤다.

4. 연구 결과

4. 1 구성요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은 구성요인들의 측정항목에 한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다. 

요인분석 결과 가설에서 나 었던 SW 련 능력과 자녀

의 교과학업 능력은 서로 련성이 높아 하나의 요인으

로 묶고 자녀의 SW 흥미도로 요인을 설정하여 총 5개

의 요인으로 재구성하 으며 한 기 27개의 설문 문

항  신뢰도 계수가 0.7 미만의 낮은 7개 문항은 제외

시켰다. 최종 선정한 20개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

과 0.854로 측변수 신뢰도 기 치인 0.7 이상을 만족

하 다.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No

Factor 

loading

Cron

bach'

s a

C.R AVE

Child's SW 

Interest

Interest1 1 .661

.840 .861 .591

Interest2 2 .651

Interest3 3 .865

Interest4 5 .504

Interest5 6 .426

Recognition 

of SW Policy

Policy1 7 .351

.803 .850 .593
Policy2 8 .788

Policy3 9 .863

Policy4 11 .667

Child's SW 

Profession

Profession1 12 .344

.853 .873 .643
Profession2 13 .544

Profession3 14 .927

Profession4 15 .929

<Table 2> Factor analysis of measured variable 

among latent variables

Importance 

of SW 

Competency

Competency

1
17 .641

.861 .937 .751

Competency

2
18 .769

Competency

3
19 .817

Competency

4
23 .861

Competency

5
25 .651

Willingness 

of SW 

Education

Willingness1 26 .574

.811 .886 .796
Willingness2 27 .518

Confidence between full items .854

* 자녀의 SW에 한 심도(SW_Interest), 부모의 SW정책에 한 

인식(SW_Policy), SW 련 역량의 요성(SW_Competency), 자

녀의 SW 련 진로직업(SW_Profession), 자녀에 한 SW교육의 

의지(SW_Education)로 표기(이하 같음)

그리고 해당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변수들의 설명

력을 악하기 해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계산을 

통해 측변수들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 다. 구성요인

별 측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개념신뢰도 분석결과는 

0.850～0.861로 기 치인 0.7이상을 만족하 다. 한 분

산추출지수 분석결과는 0.591～0.796로 기 치인 0.5 이

상을 만족하여 잠재변수 자체의 신뢰도  타당도를 

악하기 한 지표인 수렴타당도를 확보하 다. 

4.2 구성요인의 상관분석

상 계 분석은 측정변인 간의 상호 련성 여부  

련성 정도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으로 일반

으로 상 계수의 값이 0.2이하이면 상 계가 없

거나 무시해도 좋은 수 이며, 0.4정도면 약한 상 계, 

0.6이상이면 강한 상 계로 볼 수 있다. <Table 3>에 

제시한 구성 요인간 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SW교육에 한 학부모 의지에 미치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정 인 상 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연구에서 

설정한 구성 요인들의 항목들이 연구에 합한 내용임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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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factor

Child's SW 

Profession

Child's 

SW 

Interest

Recogniti

on of SW 

Policy

Importan

ce of SW 

Compete

ncy

Willingne

ss of SW 

Education

Child's SW 

Profession
1

Child's SW 

Interest
.342** 1

Recognition 

of SW Policy
.555** .327** 1

Importance 

of SW 

Competency

.545** .387** .262** 1

Willingness 

of SW 

Education

.590** .356** .359** .645** 1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onfiguration factors

4.3 구성요인과 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제안된 연구 모형의 평가와 검증의 세부 인 내용의 

분석을 해 단일차원성 확인  통계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Non-stand

ard

coefficients

Standard 

coefficients
S.E. C.R. P

Child's 

SW 

Interest

Interest1 1.000 .559

Interest2 .788 .568 .164 4.809 ***

Interest3 .918 .686 .168 5.454 ***

Interest4 1.197 .854 .195 6.145 ***

Interest5 1.134 .805 .190 5.980 ***

Recognition 

of SW Policy

Policy1 1.000 .686

Policy2 1.367 .839 .181 7.547 ***

Policy3 1.311 .833 .174 7.518 ***

Policy4 1.045 .555 .196 5.329 ***

Child's SW 

Profession

Profession1 1.000 .540

Profession2 1.325 .709 .238 5.575 ***

Profession3 1.489 .909 .235 6.323 ***

Profession4 1.610 .933 .252 6.380 ***

Importance 

of SW 

Competency

Competency1 1.000 .617

Competency2 1.191 .777 .183 6.522 ***

Competency3 1.322 .811 .197 6.706 ***

Competency4 1.376 .783 .210 6.558 ***

Competency5 1.171 .743 .185 6.325 ***

Willingness 

of SW 

Education

Willingness1 1.000 .827

Willingness2 1.045 .825 .134 7.789 ***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d 

variables by the configuration factor

살펴보면 구성요인별 해당 변인의 표 화 계수가 모

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C.R(Critical Ratio)값이 

1.96이상이고, 유의수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연구

모형의 평가와 검증을 한 추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4.4 최종 연구모형의 선정과 적합도 평가

연구 기에 가설에서 세운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경

로들의 나타내는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 다. 

(Fig. 2)는 기 연구 모델을 구성요인간 계를 구조

화한 것으로 자녀의 SW 흥미도, SW 련 정책, SW

련 역량의 요도의 3개 독립 변인과 SW 련 진로직업

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부모의 SW교육 의지에 한 

종속변인의 계를 구성하 다. 

(Fig. 2) Initial structured equation Model

기 연구 가설에서 모델의 계 값을 분석한 결과, 

자녀 SW 심도가 인식변화에 미치는 향의 회귀계수

가 0.048, C.R.값이 0.511, p값이 0.610으로 자녀의 SW교

육에 한 SW 련 진로직업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델을 변경하여 자녀의 SW 흥미도를 진로직

업의 매개 변수에서 제외하고 부모의 SW교육의 의지

에 한 종속변인으로 직  연결하 다. 분석 결과, 자

녀의 SW 심도와 SW정책의 값들이 .17과 .02로 낮아 

부모의 SW교육 의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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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nd structured equation Model

연구 모델을 변경하여 SW 정책과 SW역량은 SW진

로직업의 매개변인으로 연결하고 자녀의 SW 심도를 

종속변인인 부모의 SW교육 의지에 직  연결하여 

(Fig. 4)처럼 모델을 수정하 다. 

(Fig. 4) Final structured equation Model

이 모델의 회귀계수와 C.R., p값을 분석하 더니 

<Table 5>처럼 모든 값들이 .1 이상으로 구성변인들 간

의 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 구조방정

식의 모형으로 확정하 다. 

<Table 5> Path analysis of final model

Parameter Estimate S.E. C.R. P

Child's SW 

Profession
←

Recognition 

of SW 

Policy

.488 .077 6.320 ***

Child's SW 

Profession
←

Importance 

of SW 

Competenc

y

.637 .104 6.132 ***

Willingness 

of SW 

Education

←
Child's SW 

Profession
.465 .068 6.811 ***

Willingness 

of SW 

Education

←
Child's SW 

Interest
.188 .084 2.238 .025*

4.5 최종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도

(Fig. 5)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구조방정

식 모형의 합도 분석과 평가기 을 용해 최종 으

로 수정된 연구 모형의 측정변인과 잠재변인들을 식별

할 수 있는 표 화경로 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구성 

요인간의 계와 함께 설문 문항의 계를 통해 최종 

연구 모형의 표 화 구조 경로를 밝히고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최종 확정하 다.

(Fig. 5) Standardized structured path of final model

4.6 관련요인 및 변인간 관계 분석

<Table 6>은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련 요인 

 변인 간 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관련 요인 및 변인 간의 C.R.값이 기준치인 

1.96이상이고, 유의확률이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종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준화 경로계수, C.R.값, p값

으로 분석해본 결과 관련요인 및 변인 간 관계는 전반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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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구조방정식의 확고한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에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를 미치는 값을 구하여 총효과의 값을 분석하였다. 총효

과의 값을 분석한 결과 앞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독립변

인2,3인 SW관련 정책, SW 역량의 중요성이 매개변수인 

SW관련 진로직업에 영향을 미쳤고 독립변인1인 자녀의 

SW 흥미도가 종속변인에 직접 영향을 주어 학부모가 자

녀에게 SW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반영되었다는 것

을 총효과의 값으로 알 수 있었다. 즉, 총효과의 값을 통

해 자녀 SW교육에 대한 학부모 의지에 미치는 요인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함을 보여주었다. 

Category
Path 

coefficient

Path 

coeff

(Std)

S.E. C.R. P

Child's SW 
Interest

→ Interest1 1.000 .569

→ Interest2 .745 .546 .157 4.751 ***

→ Interest3 .776 .590 .154 5.027 ***

→ Interest4 1.239 .900 .194 6.383 ***

→ Interest5 1.128 .815 .183 6.166 ***

Recognitio
n of SW 
Policy

→ Policy1 1.000 .686

→ Policy2 1.370 .840 .182 7.543 ***

→ Policy3 1.314 .834 .175 7.515 ***

→ Policy4 1.044 .554 .196 5.316 ***

Child's SW 
Profession

→ Profession1 1.000 .536

→ Profession2 1.329 .707 .240 5.528 ***

→ Profession3 1.503 .912 .239 6.278 ***

→ Profession4 1.625 .936 .257 6.332 ***

Importance 
of SW 
Competenc
y

→ Competency1 1.000 .618

→ Competency2 1.193 .780 .182 6.549 ***

→ Competency3 1.319 .811 .196 6.718 ***

→ Competency4 1.372 .782 .209 6.565 ***

→ Competency5 1.166 .741 .184 6.326 ***

Willingnes
s of SW 
Education

→ Willingness1 1.000 .832

→ Willingness2 1.036 .823 .125 8.300 ***

<Table 6>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he related factors 

and variables

Category
Total effec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Recognition 
of SW Policy

Child's SW 
Interest

Importance of 
SW Competency

Child's SW 
Profession

Child's SW 
Profession

.378

(.378  .000)

- .531

(.531 .000)
-

Willingness 
of SW 
Education

.242

(.000 .242**)

.242

(.242  .000)

.339

(.000 .339**)

.639

(.639  .000)

<Table 7> Mediating Effects Analysis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부모의 SW교육 의지에 한 변인을 구

조방정식 모형으로 개발하여 학부모가 SW교육에 한 

요성을 인식할 때 이에 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조  계 모형을 구성하여 고찰하 다. 

연구결과, 자녀 SW교육에 한 학부모 의지에 미치

는 요인은 자녀의 SW 련 진로직업을 매개로 고려하

여 SW 련 정책과 SW 역량의 요성에 한 인식이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 고 자녀의 SW 심과 역량은 

직 으로 학부모의 의지를 갖게 하는데 작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선행연구[3][5][6]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SW역량과 SW 련 

경험이 부모들의 SW교육 인식을 바꾸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추가로 SW 련 진로와 직업에 의해 자녀의 미

래를 측할 수 있는 요인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 트웨어교육에 한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상으로 SW교육이 왜 요

한지, 자녀에게 SW 련 직업을 추천할 때 학부모 상

의 SW교육 홍보와 인식 변화는 SW 련 직업의 요

성을 정책과 미래 역량으로 연계하여 안내하고 자녀가 

가진 SW 심 방향을 발견하게 하여 SW교육의 요

성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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