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교사의 SW교육 수업 문성 개발 활동 형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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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에서 SW교육 련 내용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수업 문성 개발을 해 참여하는 활

동들에 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최근 3년간 문성 개발 활동 참여 정도, 활동 후 성과 등 문성 개발 활동 형

태  특성들에 해 분석하 다. 등 교사 276명이 설문에 참여하 고, 그 결과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

(96%),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96%)에 가장 많이 참여하 고, 컨설 ·장학·멘토링·동료 찰(82%), 련부

처  시도교육청 주  강좌·워크 ·세미나(69%), 교과연구회(66%)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비공식  활동  

독서가 가장 많았고, 유튜 , 깃허  등 웹사이트 정보 활용(80%), 교사들의 문성 계발 네트워크(76%)순으로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 다수가 수업 문성 향상을 해서 활동에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후 수업 문성 향상 도움도, 직무역량 향상도, 업 용도  수업 효능감, 

정  효과 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SW교육 련 교과 지도를 한 등교사의 수

업 문성 개발 활동의 교육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지속  문성 개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 를 제

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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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types of instructional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of teachers who teach 

subjects related to software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ir participation in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over the recent three years, outcomes from these activities, and forms and char-

acteristics of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276 primary 

school teachers participate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same largest proportion of them participated in collective 

job training (96%) and distant job training (96%), followed by consulting, instruction supervision, mentoring, and 

peer observation (82%), lectures, workshops, and seminars held by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provin-

cial and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69%), and teachers’ study communities (66%). Among inform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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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accounted for the highest portion of the activities (88%), followed by the use of information on Websites 

including YouTude and GitHub (80%), and teachers’ expertise development networks (76%). The reason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were mostly to improve their instructional expertise (80%). Their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had an impact on usefulness to enhance instructional expertise, improvement of job competencies, appli-

cation to current jobs, sense of instructional efficacy, and positive effect. Thes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preparing continued expertise development plans that can promote the educational val-

ue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structional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for teaching subjects related to soft-

ware education.

Keywords : Software Education, Informatics, Istructional Expertise,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Teacher 

Expertise

1.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 등학교의 소

트웨어교육(이하 SW교육) 필수화  내용 확 로 국내

의 공교육 장에서는 SW교육을 한 교사의 문 역량 

신장을 새로운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1]. 이와 련하여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W

교육의 학교 장 안착을 지원하기 해 학교단 의 SW

교육 활성화를 주도할 SW교육 핵심교원을 2021년까지 

총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2].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즉, 

주어진 직무를 문 으로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 으로 습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38].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주요 요인  하나가 교사들이 발휘 할 수 있는 효과

인 교수·학습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13]. 따라서 교사

들이 문 인 교수·학습 역량을 가지고 이를 지속 으

로 유지 하고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

이다[13]. 오늘날의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한 지식이 

더욱더 팽창되고 있는 것은 교사 입직 연수나 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13][15].

OECD의 「교사가 요하다」보고서 발간이후 세계

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해 교사의 요성이 두

되고 있다[13][18]. 우리나라에서도 교사 문성 개발은 

교원의 직무수행에서 가장 요한 역  하나로 교육

기본법 제 14조 제 2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38조 제1항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행에 힘써야 한다”

에 법 인 근거를 두고 교육정책의 장 착근과 교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교육부는 매년 교원 연

수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연수기  심, 단 학교 

심, 개인 심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19][20][21].

교사들의 문성 개발을 해 앙단 에서의 공통 인 

문성 개발 로그램을 일 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교사 

개인별로 필요한 문  지식을 지속 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4][5][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등 교사들이 SW교육 수업 

문성 개발을 해 활동 유형별 참여 황  참여 동

기를 악하고, 교사의 SW교육 지도 경력, 성별, 지식

역에 따른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  특성들을 탐색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등 SW교육 담당 교사들의 지속

인 문성 개발을 한 바람직하고 효과 인 지원 방향

을 탐색할 수 있는 시사 을 제시할 것으로 기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수업 전문성 개념 및 구성요소

교사의 문성 개발이란 교직에 입직 부터 교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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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지 , 경험 , 그리고 

태도의 성장과정을 의미한다[9][10]. Grossman(1990)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교수학  지식, 교과지식, 

내용지식, 상황에 한 지식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이

러한 지식 습득이 수업 문성이라고 정의하 다[25]. 

교사의 문성은 교육을 정의하는 방법, 교육환경 혹

은 학교를 둘러싼 구조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7][23].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의 핵심은 교사들이 

문성 개발 활동 참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습득한 련 지식을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

이 되는 실천 행 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13][18][22][38]. 

교사의 수업 문성의 핵심은 교수  내용 지식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해당 교과

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한 교과내용지식과 이를 다

루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  지식, 상황 지식, 그리고 학

생 이해 지식 등의 부문별 지식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교사의 종합 이고 실천 인 내용 교수 지식이다[29].

수업 문성의 구성 요소는 수업에 필요한 교사가 가

져야할 문지식 요건으로 볼 수 있다.

Shulman(1987)은 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문 지식을 

내용지식, 교수지식, 교육과정지식, 학습자지식, 맥락에 

한 지식, 교육의 역사 , 철학  지식으로 교사가 반

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7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연구자들의 교과  교수

문성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2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

교사는 수업 문성 개발을 해 다양한 활동들을 통

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4]. 교사의 문성 개발 활동

은 일반 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직 활동을 시

작한 이후 더욱 효과 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동료교

사들과 혹은 개인 으로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들

을 의미한다[9][11].

<Table 2>에서 보듯이 WestED(2000)는 독서, 멘토

링, 학회 참석, 수업 컨설 , 교사 공동체, 집필활동, 지

역사회 로젝트 참여, 동료교사와의 일상  화, 비

교사 교육지원, 여행 등 38가지 유형의 비공식  문성 

개발 활동을 제시하 다[3][4]. 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

Researcher Components

Shulman(1987)

content knowledg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urricular knowledge, 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knowledge of 

learners, educational situation in school, 

and educational purpose

Gudmundsdottir

(1988)

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curricular content knowledge, knowledge 

of learners

Grossman(1990)

curricular content knowledge, curricular 

knowledge, knowledge of pedagogical 

strategy, concept of instructional purpose,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Table 1> Components of curricular and pedagogical ex-

pertise[7]

Researcher Components

Cochran, K. 

F.(1991)

curricular content knowledge, 

pedagogical knowledge, knowledge of 

learners, knowledge of contexts

Hashweh(2005)

curricular content knowledge, curricular 

knowledge,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knowledge of pedagogical 

strategy, situational knowledge, 

knowledge of educational purpose, 

evaluation knowledge

Tae-ho Park, 

Min-yeong Choi

(2013)

curricular knowledge, orientation about 

lesson, knowledge of pedagogical 

strategy and representation, knowledge 

of lesson evaluation,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Marks(1990)

understanding of curricular content, 

lesson process,  and learners; 

understanding of curriculum and lesson 

material

Yoon Min (2003)
understanding of curricular content, 

lesson process,  learners, and situation

Fincher, 

Schemapp(1994)

knowledge of learners, curricular 

knowledge, curricular content knowledge, 

lesson instruction knowledge, 

pedagogical knowledge

Grossman, Lee & 

Schoenfeld(2005)

understanding of curricular content and 

students, ability to handle misconceptions

OECD TALIS

(2013)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curricular subjects in charge, ability to 

teach curricular subjects in charge, 

curricular knowledge, student 

assessment, student behavior and cla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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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계 인 앙단 의 교사 연수 로그램뿐만 아니

라 체계 이지 않고 자율 인 분 기 속에서 다양한 

문성 개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4]. 

Penner(1999)는 자기 보고 형식의 문성 개발 활동으

로 직 연수,  기획, 멘토링, 동료와 력, 자기 학습, 

비디오 강좌, 원격학습, 학 강좌, 문가 회의, 그리고 

비 통  활동들을 제시하 다[30][31].

2.3 관련 선행 연구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TALIS는 교사  교사 직무환경에 한 규모 

국제비교 조사로서 1주기 조사(TALIS 2008)와 2주기 조사

(TALIS 2013)가 실시되었으며 3주기 조사(TALIS 2018)가 

진행 에 있다. TALIS 2013에 따르면 OECD 주요 10개국의 

교사들을 상으로 문성 개발의 유형  참여 정도에 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양한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강의  워크 ’, ‘ 문성 개발 네트

워크’, ‘멘토링·동료 찰·코칭’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3]. 한, 문성 개발 활동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사의 문성 구성 역  ‘교과지식과 이해’, 

‘교과 교수법’, ‘교육과정 지식’에 한 문성 개발 활동의 

효과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3]. 

신붕섭(2006)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신규교사 멘토링제

의 운  실제와 개선 방안에 한 연구에서 신규교사와 

경력교사간의 멘토링에서 한 조언과 코치 등 상호 

커뮤니 이션을 통해 교직의 응을 돕는 생활지도, 인

성지도  학  경  등에 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

는 활동을 실시하 다. 멘토링 결과 신규교사들은 자신

감을 형성하 으며, 교육 을 정립하고, 수업 실천에 

한 태도를 가지고, 특별활동에서의 도움주고 받기를 경

험하 다. 한 멘토들은 자신의 교직생활을 되돌아보

고, 수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33].

Previous 

studies

Types of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Remarks

WestED

(2000)

Presents 38 types, including 

reading, mentoring, participation 

in academic conferences, lesson 

consulting, teacher community, 

authoring activity,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projects, daily 

conversation with colleague 

teachers, educational support for 

prospective teachers, and trips

Presents types 

of  informal 

activities

Ok-seon Lee, 

Hyeon-joon 

Sohn, 

Ui-chang 

Choi, Won-hee 

Lee

(2018)

Presents reading, Website 

information activity, teachers’ 

study community, consulting 

scholarship and mentoring, 

entrance to graduate school, 

symposiums, participation in 

research contest

Presents type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voluntary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Presents workshops, joint survey 

with school and colleagues(field 

survey), individual survey on 

topics of personal interest, 

conference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outside school), 

mentoring and coaching, institutions, 

college courses, observations of and 

visit to other schools 

Presents types 

of Canadian 

teachers’ 

participation in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Penner

(1999)

Presents incumbent teacher 

training, team planning, mentoring, 

cooperation with colleagues, 

self-learning, video lecture or 

distance learning, lectures in 

college, expert meetings, 

non-traditional activities

Presents types 

of 

non-traditional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Table 2> Research on types of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Previous 

studies

Types of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Remarks

OECD TALIS

(2014)

lectures and workshops, expertise 

development network, mentoring 

/colleague observation / coaching, 

academic symposiums and 

workshops, individual and joint 

research,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of other schools, 

certificate programs(degree 

courses), onsite training and visit 

and observation of industries /public 

corporation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resents types 

by dividing 

them into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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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2010)은 사회 수업 문성 신장을 한 학과 

학교 간 력 로그램에 한 연구에서 로그램 진행 과

정 속에 동료교사 간 소모임 형태로 수업 설계, 찰  

분석, 반성을 통한 수업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활동은 

동료교사와 교과 문가가 포함된 학습공동체로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 실천하고, 실천에 한 반성을 통해 수업에 

한 과정을 검하는 것을 통해 문성을 신장하는 것으

로 주 내용으로 함을 밝혔다[12][34].

이와 같이 교사의 문성과 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

하고 있는 SW교육 담당 교사들을 상으로 한 문성 

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의 내용 및 절차

등학교에서 SW교육 련 내용 지도 교사들의 수

업 문성 개발 활동 황  특성을 알아보기 해 

련 선행연구 조사, 설문 문항 설계  개발, 문가 검토, 

수정보완, 설문 조사 과정을 통해 자료 수집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를 한 설문지는 TALIS 2013에서의 교사의 

문성 개발 역의 조사도구 등 련 선행 연구 자료 내

용을 분석하여 1차 개발하 고, 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 작업을 하 다. 설문을 해 개발된 문

성 개발 활동 유형은 공식  활동 6개, 비공식  활동 9

개 총 15개로 아래 <Table 3>과 같다.

Category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Formal 

activities

(6 types)

job training (collective)

job training (distance)

formal consulting scholarship, mentoring, colleague 
observation

formal teacher study community

formal overseas training

lectures/ workshops/ seminars held by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tc.) and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Table 3> Types of instructional expertise development ac-

tivities

Category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Informal 

activities

(9 types)

use of Website information (YouTube, GitHub, etc.)

reading

entrance to graduate school (degree programs)

workshops and seminars on education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related conferences and symposiums( discussion 

and debate on related content)

teachers’ expertise development networks 

(teachers’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study 

clubs, learning communities, online communities)

curricular research contest/competition

onsite educational lectures at business places, public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ecture 

activities)

visit to other schools (lesson observation)

3.2 연구 대상

설문 상은 SW교육 련 문성 개발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등교

사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는 총 276명이며, 응답자 특성은 <Table 4>와 같다.

Category
Frequency 

(persons)
%

Gender
female 125 45.3

male 151 54.7

Teaching 

experience

5 years or below 51 18

6 years – 10 years 65 24

11 years – 20 years 121 44

21 years or above 39 14

Currently in 

charge of 

subjects 

related to  

 SW 

education

currently in charge of 

(teaching) related content
155 56.2

currently not in charge of 

(teaching) related content
94 34.1

currently not in charge but 

will in the following year
21 7.6

other 6 2.2

Teaching 

experience 

on subjects 

on SW 

education

5 years or below 238 86.2

6 years – 10 years 25 9.1

11 years – 20 years 11 4.0

21 years and above 2 0.7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persons, %)



524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2권 제5호

3.3 자료분석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23 

version 통계 로그램과 MS-Excel 2010을 활용하여 

문항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 교직경력, SW교육 련 교과 

담당 유무, SW교육 교과 지도 경력 등 응답자의 특성

과 문성 활동 유형별 참여 정도, 참여 동기를 악하

기 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 고,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

하 다. 

둘째, 수업 문성 향상도, 직무역량 향상도, 업(수

업) 용도 등 문성 개발 성과를 악하기 한 문항

에 해 교차분석(Corsstabs analysis)를 수행하여 응답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 다. 

셋째,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 후 참여자 특성의 변

화를 살펴보기 해 수업 효능감과 수업에 미친 정  

효과 정도에 해 각각 4문항과 5문항으로 구성하여 문

항별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 다. 한, 측정도구(문

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

으며, 그 공식[41]은 다음과 같다.

 
 













  문항 수




 문항 점수 분산




 총점의 분산

넷째, 문성 개발 활동 참여의 자발성/비자발성에 

따른 집단 간 성과의 차이분석을 해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을 하 다. 독립표본 t-검정 통계값을 구하기 해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41].

 






















 첫 번째 표본 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두 표분의 통합분산


 첫 번째 표본 크기


 두 번째 표본 크기

독립표본 t-검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발  집단과 

비자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참여의 자발성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하 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응답자의 

립화 반응 경향을 차단하기 하여 모두 4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 다[42].

4. 연구결과

 

4.1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별 참여 빈도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등학교 교사들의 SW교육 

지도를 해 문성 개발 유형별로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회 이상 참여 한 이 있는 경우 공식  활동으

로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96%), 집합으로 이

루어지는 직무연수(96%)에 가장 많이 참여하 고, 컨설

장학·멘토링·동료 찰(82%), 련부처  시도교육청 

주  강좌·워크 ·세미나(69%), 교과연구회(66%)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공식  활동으로는 독서(88%)가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웹사이트 정보활용(80%), 교사들의 

문성 계발 네트워크(76%) 순으로 많이 참여하 다.

문성 개발 유형에 따른 교사들의 참여 횟수를 살펴

보면 공식  활동으로는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

(138명, 50%), 원격직무연수(109명, 39%), 컨설  장학·

멘토링·동료 찰(124명, 45%)로 2회∼5회 참여 한 것으

로 나타났다. 비공식  활동으로는 웹사이트 정보활용

(119명, 43%), 독서(94명, 34%)가 10회 이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문성 계발 네트워크(105

명, 38%)가 2회∼5회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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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별 참여 동기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등 교사들의 SW교육 지도

를 해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한 활동 유형별로 해당 

활동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공식  활동

과 비공식  활동 모두 ‘교과지도 역량 강화 등 수업 

문성 향상을 해서’와 ‘수업을 넘어서 기본 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을 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 개발 활동 유형별로 참여하는 주된 이유를 공

식  활동과 비공식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

식  활동이 비공식 으로 하는 문성 개발 활동에 비

해 ‘학교에서 련 업무 담당(연구, 선도학교 운  등)을 

맡고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와 ‘정책 으로 필수 으로 

해야 하므로 참여하 다’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6> 참조).

4.3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별 성과

4.3.1 수업 전문성 향상 도움 정도

문성 개발 활동 유형별로 활동에 참여한 후 수업 

문성 향상을 해 해당 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

지를 알아보는 수업 문성 향상 도움도에 해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가 3.54

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웹사이트 정보활용이 3.49, 교

사들의 문성 계발 네트워크 3.44, 공식 인 교과연구

회 활동이 3.4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원격으로 이루

어지는 직무연수와 련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Category Type of activities
Do not 

participate

Participate once or more times

Once 5 times
6-9 

times

10 times 

or more
Total

Formal 

activities

job training (collective) 12(4%) 53(19%) 138(50%) 33(12%) 40(14%) 264(96%)

job training (distance) 10(4%) 27(10%) 109(39%) 55(20%) 75(27%) 266(96%)

formal consulting scholarship, mentoring, 

colleague observation
50(18%) 30(11%) 124(45%) 37(13%) 35(13%) 226(82%)

formal teacher study community 94(34%) 38(14%) 82(30%) 18(7%) 44(16%) 182(66%)

formal overseas training 241(87%) 21(8%) 6(2%) 5(2%) 3(1%) 35(13%)

lectures/ workshops/ seminars held by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tc.) and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85(31%) 42(15%) 105(38%) 24(9%) 20(7%) 191(69%)

Informal 

activities

use of Website information (YouTube, GitHub, etc.) 54(20%) 13(5%) 63(23%) 27(10%) 119(43%) 222(80%)

reading 33(12%) 24(9%) 79(29%) 46(17%) 94(34%) 243(88%)

entrance to graduate school (degree programs) 205(74%) 49(18%) 10(4%) 2(1%) 10(4%) 71(26%)

workshops and seminars on education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138(50%) 40(14%) 67(24%) 17(6%) 14(5%) 138(50%)

related conferences and symposiums( discussion 

and debate on related content)
150(54%) 36(13%) 59(21%) 12(4%) 19(7%) 126(46%)

teachers’ expertise development networks 

(teachers’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study 

clubs, learning communities, online communities)

65(24%) 32(12%) 105(38%) 17(6%) 57(21%) 211(76%)

curricular research contest/competition 165(60%) 36(13%) 63(23%) 6(2%) 6(2%) 111(40%)

onsite educational lectures at business places, 

public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ecture activities)

158(57%) 15(5%) 47(17%) 28(10%) 28(10%) 118(43%)

visit to other schools (lesson observation) 90(33%) 41(15%) 94(34%) 29(11%) 22(8%) 186(67%)

Other 238(86%) 8(3%) 17(6%) 5(2%) 8(3%) 38(14%)

<Table 5> Primary teachers’ participation in  instructional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by type

(Unit: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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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주  강좌·워크 ·세미나가 3.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3.2 직무역량 향상도

문성 개발 활동 참여 후를 비교해 참여 후 향상된 

직무역량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직무역량 향상도에 

해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공식 인 국외연수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학습동아리, 학습공동체, 

온라인커뮤니티 등 교사 력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들의 문성 개발 네트워크 3.41,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가 3.3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련부처(교육

부, 과기정통부등)  시도교육청 주  강좌·워크 ·세미

Category Type of activities

Improvement 

of 

instructional 

expertise

Self-develop

ment

Related to job 

duty 

Policy 

requirement

Evaluation, 

promotion

Recommenda

tion by people 

around

Formal 

activities

job training (collective)
147

(53.3%)

59

(21.4%)

22

(8%)

21

(7.6%)

3

(1.1%)

4

(1.4%)

job training (distance)
142

(51.4%)

69

(25%)

21

(7.6%)

21

(7.6%)

5

(1.8%)

2

(0.7%)

formal consulting scholarship, 

mentoring, colleague observation

117

(42.4%)

35

(12.7%)

43

(15.6%)

20

(7.2%)

3

(1.1%)

3

(1.1%)

formal teacher study community
87

(31.5%)

63

(22.8%)

20

(7.2%)

1

(0.4%)

4

(1.4%)

5

(1.8%)

formal overseas training
15

(5.4%)

21

(7.6%)

7

(2.5%)

4

(1.4%)

1

(0.4%)

206

(74.6%)

lectures/ workshops/ seminars held by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tc.) and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71

(25.7%)

46

(16.7%)

56

(20.3%)

15

(5.4%)

2

(0.7%)

2

(0.7%)

Informal 

activities

use of Website information (YouTube, 

GitHub, etc.

105

(38%)

98

(35.5%)

12

(4.3%)

1

(0.4%)

1

(0.4%)

44

(15.9%)

reading
82

(29.7%)

139

(50.4%)

8

(2.9%)

3

(1.1%)

31

(11.2%)

263

(95.3%)

entrance to graduate school (degree 

programs

25

(9.1%)

54

(19.6%)

2

(0.7%)

1

(0.4%)

2

(0.7%)

1

(0.4%)

workshops and seminars on education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62

(22.5%)

62

(22.5%)

9

(3.3%)

2

(0.7%)

1

(0.4%)

6

(2.2%)

related conferences and symposiums( 

discussion and debate on related content

57

(20.7%)

49

(17.8%)

21

(7.6%)

7

(2.5%)

1

(0.4%)

119

(43.1%)

teachers’ expertise development 

networks (teachers’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study clubs, learning 

communities, online communities

120

(43.5%)

67

(24.3%)

18

(6.5%)

1

(0.4%)

3

(1.1%)

3

(1.1%)

curricular research contest/competition
52

(18.8%)

45

(16.3%)

2

(0.7%)

2

(0.7%)

11

(4%)

1

(0.4%)

onsite educational lectures at business 

places, public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ecture activities)

44

(15.9%)

48

(17.4%)

24

(8.7%)

3

(1.1%)

1

(0.4%)

6

(2.2%)

visit to other schools (lesson observation
124

(44.9%)

25

(9.1%)

24

(8.7%)

7

(2.5%)

5

(1.8%)

71

(25.7%)

<Table 6> Motivation of participation in instructional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by type 

(Unit: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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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3.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가 3.18, 련내용 토의토론 등 련 

회의나 학회 활동이 3.21로 낮게 나타났다.

4.3.3 현업(수업)적용도

문성 개발 활동 참여 후 업(수업)에서 어느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업(수업) 용도에 

해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교사들의 문성 계발 네트

워크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튜 나 

깃허  등 웹사이트 정보 활용이 3.3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련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시

도교육청 주  강좌·워크 ·세미나가 3.06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련 회의나 학회 활동이 3.08로 

낮게 나타났다.

4.4 참여 자발성에 따른 수업전문성 향상 도움도 

차이분석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 ‘교과지도 역량

강화 등 수업 문성 향상을 해서’와 ‘수업을 넘어서 

기본 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을 해서’를 선택한 집단을 

‘자발  집단’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학교에

서 련 업무담당(연구, 선도학교 운 )을 맡고 있어서 

필요에 의해’, ‘정책 으로 필수 으로 해야 하므로’, ‘학

교장  주변 동료교사의 권유로’를 선택한 집단을 ‘비

자발  집단’으로 나 어 수업 문성 향상 도움도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8>와 같다. 

문성 개발 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합으로 이루

어지는 직무연수(t=2.640, p=.010),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t=3.400, p=.001), 공식 인 컨설  장학·멘토

Category Type of activities

Usefulness to improve 

instructional expertise

Improvement of job 

competency

Application to 

current job (lesson)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ormal 

activities

job training (collective) 3.54 .604 3.38 .602 3.32 .623

job training (distance) 3.23 .670 3.18 .621 3.12 .640

formal consulting scholarship, mentoring, colleague 

observation
3.35 .623 3.24 .583 3.19 .660

formal teacher study community 3.43 .662 3.31 .614 3.25 .673

formal overseas training 3.36 .834 3.44 .631 3.32 .683

lectures/ workshops/ seminars held by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tc.) and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3.23 .703 3.16 .657 3.06 .753

Informal 

activities

use of Website information (YouTube, GitHub, etc.) 3.49 .580 3.34 .609 3.37 .617

reading 3.43 .585 3.35 .546 3.29 .594

entrance to graduate school (degree programs 3.32 .673 3.30 .675 3.27 .628

workshops and seminars on education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3.29 .637 3.22 .611 3.10 .647

related conferences and symposiums( discussion 

and debate on related content
3.24 .611 3.21 .589 3.08 .668

teachers’ expertise development networks 

(teachers’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study 

clubs, learning communities, online communities

3.44 .641 3.41 .585 3.39 .633

curricular research contest/competition 3.31 .736 3.25 .704 3.33 .604

onsite educational lectures at business places, public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ecture 

activities)

3.40 .714 3.31 .612 3.28 .672

visit to other schools (lesson observation 3.24 .667 3.22 .583 3.13 .666

<Table 7> Performance of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by type (4-poi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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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동료 찰(t=2.932, p.004), 련부처  시도교육청 주

 강좌·워크 ·세미나(t=4.471, 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식  활동에서만 참여 동

기가 수업 문성 향상 도움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수업 문성 개발에 

있어서 자발 인 참여 동기가 수업 문성 향상에 향

을 미치는 요인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5 수업 효능감 및 긍정적 효과 정도

참여한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 특성에 

해 살펴보기 해 수업 효능감과 정  효과 정도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여 분석하 다.

4.5.1 수업 효능감

수업 효능감은 문성 개발을 해 참여한 활동 후 

해당 문성 개발 활동이 교사 자신의 수행 능력에 

한 믿음이나, 학생의 학습에 한 책임감 혹은 효율 인 

훈육에 한 확신감 같은 신념이 교사 자신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정도로[39] 교사에게 필요한 문성 지식 

요소를 고려하여 4가지 문항으로 4  척도(할 수 없음, 

조  할 수 있음, 꽤 잘할 수 있음, 매우 잘 할 수 있음)

로 구성하 다.

신뢰도 계수가 0.909으로 문항에 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혼

란스러워 할 때 를 들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기

Category Type of activities

Voluntary Non-voluntary

t P-value
N mean

standard 

deviation
N mean

standard 

deviation

Formal 

activities

job training (collective) 206 3.60 .547 50 3.30 .763 2.640 .010

job training (distance) 208 3.31 .631 49 2.96 .706 3.400 .001

formal consulting scholarship, mentoring, 

colleague observation
151 3.46 .551 68 3.21 .659 2.932 .004

formal teacher study community 144 3.49 .603 27 3.33 .620 1.257 .210

formal overseas training 33 3.45 .666 12 3.67 .492 -1.005 .320

lectures/ workshops/ seminars held by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tc.) and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113 3.42 .638 72 2.97 .691 4.471 .000

Informal 

activities

use of Website information (YouTube, 

GitHub, etc.
194 3.50 .551 14 3.57 .514 -.471 .638

reading 213 3.44 .560 11 3.45 .522 -.077 .939

entrance to graduate school (degree programs 73 3.40 .595 6 3.17 .753 .895 .373

workshops and seminars on education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119 3.35 .561 18 3.11 .676 1.657 .100

related conferences and symposiums

(discussion and debate on related content
102 3.31 .563 29 3.10 .618 1.738 .085

teachers’ expertise development networks 

(teachers’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study clubs, learning communities, online 

communities

182 3.48 .601 23 3.43 .507 .330 .742

curricular research contest/competition 91 3.38 .663 16 3.38 .719 .053 .958

onsite educational lectures at business places, 

public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ecture activities)

91 3.49 .603 32 3.41 .615 .708 .480

visit to other schools (lesson observation 149 3.30 .673 36 3.11 .575 1.667 .101

<Table 8> Analysis of differences in usefulness to improve instructional expertise depending on voluntary participation 

in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Unit: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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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16로 가장 높으며, 다양한 평가 력 사용하기가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9>참조).

Content of the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Making better questions for 

students
3.01 .890

0.909

Using diverse assessment 

strategies
2.89 .893

Explaining in other way 

using examples when 

students are confused 

3.16 .861

Implementing new 

educational strategies in 

classroom

3.10 .885

<Table 9> Sense of instructional efficacy

4.5.2 긍정적 효과 정도

수업 문성 개발을 해 참여한 활동이 수업에 미친 

정  효과 정도를 알아보기 해 교사에게 필요한 

문성 지식 요소를 고려하여 5가지 문항으로 4  척도

(없음, 음, 보통, 많음)로 구성하 다.

신뢰도 계수가 0.812으로 문항에 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담당 교과 

역에 한 지식과 이해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한 지식이 3.66, 담당 교과 역

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수능력이 3.65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0>참조).

Content of the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

s alph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subject 

areas in charge 

3.74 .562

0.812

Instructional skills needed to 

teach subject areas in charge
3.65 .640

Curricular knowledge  3.66 .571

Student assessment practice 3.45 .749

Student behavior and class 

management
3.42 .834

<Table 10> Degree of positive effects

4.6 수업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방해 요인

교사들이 문성 개발 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해 하는 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방해 요인을  6가지로 구성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

사들은 ‘학교 업무 일정과의 마찰’(72.1%)을 가장 큰 방

해 요인으로 꼽았으며, ‘ 한 문성 개발 로그램의 

부재(9.8%)’, ‘가족 부양 의무(6.5%)’, ‘해당 문성 개발 

활동 참여를 한 선수 요건의 미비(5.8%)’순으로 수업 

문성 개발 활동 참여 방해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11>참조).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instructional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Frequency %

Conflict with school affairs schedule 199 72.1

Absence of proper expertise 

development programs
27 9.8

Duty to support the family 18 6.5

Overly high costs for participation 7 2.5

Lack of prerequisites for participation 

in expert development activities 
16 5.8

Other 9 3.3

Total 276 100.0

<Table 11> Obstacles to expertise development activities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에서 SW교육 담당 교사의 

지속  문성 개발과 련하여 향후 연구 수행에서의 

시사 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해 련 선행연구를 

분석하 으며, 등학교에서의 SW교육 련 내용을 지

도하는 담당교원들이 수업 문성 개발을 해 참여하

는 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참여빈도와 참여동기 

등 문성 개발 활동 참여 황과  수업 향상 도움도, 

직무역량 향상도, 업 용도 등 문성 개발 활동 후 

성과, 수업효능감, 수업에 미친 정  효과 정도 등 

문성 개발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등 교사들이 SW교육 련 내용 지도를 

해 최근 3년간 참여한 수업 문성 개발 활동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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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공식  활동인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

수(96%),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96%)에 가장 

많이 참여하 고, 컨설 ·장학·멘토링·동료 찰(82%), 

련부처  시도교육청 주  강좌·워크 ·세미나(69%), 

교과연구회(66%)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비공식  활

동  독서가 가장 많았고, 유튜 , 깃허  등 웹사이트 

정보 활용(80%), 교사들의 문성 계발 네트워크(76%)

순으로 많이 참여하 다. 한 공식 , 비공식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교과지도 역량 강화 등 수

업 문성 향상을 해서’와 ‘수업을 넘어서 기본 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을 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활동 후 수업 문성 향상 도움도, 직무역량 향상도, 

업 용도  수업 효능감, 정  효과 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 교사들이 SW교육을 

한 수업 문성에 해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수업 문성 지식 구성요소별 한 

문성 개발 활동 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자발  집단과 

비자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업 문성 향상 도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자발  참여가 수업 문성 

향상 도움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성 개발 활동 로그램

에 한 기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 문성 개발 활동 참여를 해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학교 업무 일정과의 마찰’, ‘ 한 문성 개

발 로그램의 부재’, ‘해당 문성 개발 활동 참여를 

한 선수 요건의 미비’하다는 응답이 나타나 SW교육 

련 교과 지도를 해 교사가 가져야 할 수업 문성 구

성 요소에 해 분석하여, 교사들의 학교 업무 일정 등 

기타 환경 인 요인를 고려하여 체계 인 문성 개발 

지원에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SW교육 련 교과 지도를 한 등교

사의 수업 문성 개발 활동의 교육  가치를 증진 시

킬 수 있는 지속  문성 개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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