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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화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일반 교실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속성과 사회적-기관적 속성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일
반 교실에서 교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요 교수-학습 활동은 무엇인가? 2) 일반 교실에서 교
사가 활용하는 주요 H/W, S/W, 웹사이트는 무엇인가? 3)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의 컴퓨터 활용 역량과 컴퓨터와 대한 태도, 교실의 정보화 기반과 학교의 행․재
정적 지원의 영향을 받는가? 등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중 임의로 선정된 12개의 학교에서 10명씩, 12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한 115명의 응답 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로 첫째, 일반 교실에서의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 자주 활용한 것에는 소리, 음성, 동영상, 그림, 사진 등과 같은 멀티미디
어 제시 활동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사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H/W와 S/W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는 컴퓨터 활용 역량과 컴퓨터 활용 태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반면, 행․재정적 지원과 정보화 기반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기반과 행․재정적 지원이 획일화된 일반 교실에서 교사의 컴퓨터
활용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정
보화 기반이나 행․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교 변인보다는 교사의 컴퓨터 활용 역량과 태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교사의가 컴퓨터 활용이 예상되는 교실 또는
학습환경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인이 결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일반 교실, 교수-학습, 컴퓨터 활용, 교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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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일반 교실에서 교수-학습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려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
설, 교사의 활용 능력, 그리고, 활용을 위한 지원 등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교실에 시설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고, 학교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사가 컴퓨
터를 활용할 역량이 갖춰졌을 때 교수-학습에서 컴퓨터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은 199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립 및
추진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컴퓨터와 관련 시설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정부도 교육 현장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정보화 기반을 빠른 시간 안에 많
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매우 철저하게 추진하였다(박인우,
2002). 1997년에 시작된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완료된 2001년에 우리나라 모든 교실
에 인터넷이 연결된 교사용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대형 모니터,
실물화상기 등과 같은 교단 선진화 장비가 설치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교실에 설치된 정보 기기도 따라서 변해
왔다(Hayes, 2007; Inan & Lowther, 2009). 초기에 설치되었던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컴퓨
터가 설치되었고, 대형 모니터 대신에 LCD 프로젝터 또는 훨씬 선명한 LCD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 방송이 가능함에 따라 IPTV가 교실마다 도입되었으
며(임정훈 외, 2009), 이러한 동영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망 대역폭도 크
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교실에 설치된 정보 기기의 성능에 비해, 종류나 종수가 늘
어나지는 않았다. 교실에는 여전히 교사용 컴퓨터만 한 대 설치되어 있고, 이 컴퓨터
와 연결된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 그리고 IPTV 단말기와 같은 주변기기만 일부 늘어났
을 뿐이다. 현재 교실의 모습은 2011년에 발표된 스마트교육에 의해 정보화 기반이 새
롭게 구축될 때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수업에서 컴퓨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 기반 구축과 더불
어 행․재정적인 지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도 함께 이
루어졌다(박인우, 정한호, 2006; 정한호, 2009). 정부에서는 컴퓨터를 수업에서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과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개발 및 보급하였으
며, 심지어 개인별 맞춤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모형도 제시하였다(교육
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이철환, 2003). 또한, EDUNET 등을 통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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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자료, 수업 보조 자료
등이 보급되었으며,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구축된 e-learning
기반의 사이버가정학습체제는 교실 내 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컴퓨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은 지금까지 추진된 교육 정보화 정
책의 주요 내용이 되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우선, 1997년
에 수립한 ‘교원 정보활용능력 활성화 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교사 1인
당 평균 1회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았다. 2001년에는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ICT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속에 ‘매년 전체 교원의 33% 이상을 대상으로 정보
화 연수 실시’ 과제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ICT 활용교육의 비율을 2001년
10.8% 에서 2005년까지 50%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는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개발에 원격연수의 질적 관리와 맞춤형 연수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에 발표된 스마
트교육 추진 전략에도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중요한 추진 과제로 포함
시켰다.
교육 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또
는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
라는 기대가 있었다(김운화, 서정희, 김용진, 2011; 박인우, 정한호, 2006; 정한호, 2008;
Chandra & Lloyd, 2008; Hohlfeld et al., 2008; Inan & Lowther, 2009; Liu, 2004).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이 증가하고, 학생의 이해와 학습 참여를 돕고,
주의 집중 및 동기유발에 효과적이며, 질의 응답 및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되었다(Bustle, 2004). ICT의 도입으로 교사들은 사진, 시뮬레이션, 동영상 자료
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Yeh & Cheng, 2010), 설명하기 어려운 교과내용
이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절차 및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Sanger &
Greenbowe, 1997).

특히, Jonassen(1996)이 제시한 ‘mindtool’의 개념에 의하면 컴퓨터는 교수-학습의 필수
도구가 된다. 그에 따르면, 컴퓨터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목수에게 대패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목수가 대패 없이는 목재를 가공하여 집을 지을 수 없듯이, 학생들이 사고
를 효과적으로 하여 지식을 모으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학습자들은 컴퓨터의 기능을 향상하고, 컴퓨
터는 학습자들의 사고와 학습을 향상한다. 필기도구에 의존했던 정보화 이전과는 달리
학습자는 컴퓨터를 지식 구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Jonassen, 1996).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컴퓨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변인에 대해 연구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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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졌다. 신원석(2011a)은 기존의 연구에서 컴퓨터 활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다뤄졌던 교사의 배경 변인과 태도 변인과 더불어 사회적-기관적 요인을 추가하였
다. 컴퓨터 활용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교직 경
력, 관련 연수 경험 등을 선택하였고, 교사의 태도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컴퓨터에 대
한 태도, ICT 역량, 혁신성 등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관적 변인으로 학교
의 문화, 학교의 지원-시설, 지원인력, 보수 유지, 행․재정적 지원, 활용에 대한 외부
압력 등을 선택하였다. 이 중에서 교직경력, 컴퓨터 활용 관련 연수 시간, 컴퓨터 활용
교육에 대한 태도, ICT 역량, 혁신성 모두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행정적 지원
과 학교 기반도 컴퓨터 활용에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결국, 컴퓨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반 구축과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
사가 적절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정보기기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
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했던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기반,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런데, 우리나
라 학교의 정보화 기반은 지역, 학교급, 그리고 학교 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박
인우, 2002), 일반 교실의 정보화 기반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교실에서 정보화
기반이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수업에서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교사용 컴퓨터와 정보
기기만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 환경을 기반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제한
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에서 컴퓨터 활용 실태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는 학교 교육에
서 컴퓨터 활용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수동적인 학생 참여를 보고하였다. 교과
서 CD의 그림을 화면에 제시하고, 교사의 설명을 곁들이면 학생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대형 화면을 응시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응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김운화 외, 2011; 최윤선, 2003). 초등학교 일반 교실에서 전형적인 컴퓨터 활용은
정한호(2008, 2009)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교사는 수업 차시에 맞춰 수업 자료가
조직되어 있는 상업용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웹 사이트의 자료는 대
형 화면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교사는 화면에 제시된 정보를 설명하거나, 화
면에 나타난 질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조사한 학급의 91.5%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O’Dwyer, Russel, 그리고
Bebel(2004)도 ICT가 학생의 학습참여 및 활동보다는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컴퓨터 활용이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소규모 참여식 수업보다는 교사 교사중심,
대집단 위주, 교사 편의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대개 교사에게서 그 이유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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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교사가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
에서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Eteoklous, 2008; Russell et al., 2003).
게다가, 교사는 수업의 효과를 증진하거나,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기 위해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이나 타인의 기
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며, 특히 정책적으로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기도 한다(Baek, Jong, & Kim, 2008).
새로운 교수법이 교실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부
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태학적 시각을 고려할 경우, 교실에서 교사중심의 컴퓨터
활용이 교사의 역량이나 태도와 같은 개인 변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해석은 재고의 여
지가 있다. 교사는 일반 교실의 정보화 기반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따르고 있
을 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들은 ICT를 활용하여 협동학습이나 토론학습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인수 학급의 상황에서 적용하기 쉬
운 수업유형이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운화 외, 2011:195).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적합한 ICT 자료를 선호하거나, 효과성보다는 편리성 측면
에서 접근하는 경향(정한호, 2009) 등도 동일한 이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대한 실태를 고려할 때, 교실에서 컴퓨터의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
인에 관한 연구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은 어떤 환
경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정보화 기반
과 행․재정적 지원이 상이한 학교 수준(예컨대, 신원석, 2011a)과 달리 정보화 기반에
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교실 수준에서 교사의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은 상이할 것이다. 교사용 컴퓨터와 이에 연결된 정보기기만 사용 가능한 일반 교
실에서 컴퓨터 활용에 정보화 기반이나 정책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 반면, 교사의
컴퓨터 활용 역량과 컴퓨터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PTV 설치와 함께 향상된 인터넷 속도와 YouTube, EDRB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주의 집중 및 동기 유발에
효과적인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Kelly, Phelps &
Sanger, 2004; Tasker & Dalton, 2006).

2. 연구의 목적과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화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일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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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속성과 사회적-기관적 속성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신원석, 2011a, b)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교사의 속성 중 인지적 요인으로 컴퓨터 활용 역량, 정의적 요인
으로 컴퓨터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였고, 사회적-기관적 속성으로는 정보화 기반과 학
교의 행․재정적 지원을 선택하였다. 일반 교실은 정보화 기반과 지원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 중심의 자료 제시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관적 요인의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
구에서의 일반교실은 초등학교의 학급교실 또는 교과교실로서 정보화 기반의 물리적
환경 구성이 교실 앞쪽 벽면에 칠판, 모니터용 TV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사용 컴퓨
터와 모니터가 교실 앞쪽에 위치하고, 다수의 학생용 컴퓨터가 비치되지 않은 등 통상
적인 학급교실을 뜻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 교실에서 교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요 교수-학습 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일반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하는 주요 H/W, S/W, 웹사이트는 무엇인가?
셋째,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의 컴퓨터 활용 역량과 컴
퓨터와 대한 태도, 교실의 정보화 기반과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의 영향을 받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일반 교
실은 지역에 관계없이 정보화 기반이 거의 동일하며, 행․재정적 지원도 거의 유사하
다. 특히 한 지역 내에 있는 일반 교실은 정보화 기기나 인터넷 속도, 관련 정책 등이
사실상 동일하다. 게다가 개별 교사 단위로 교실이 배정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중등학
교에 비해 정보화 기반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로 한정하였
다. 연구 대상 교사는 임의로 선정된 12개의 학교에서 10명씩, 120명이었으며, 이 중에
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15명의 응답 결과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자 중
남자는 26명(22.6%), 여자는 89명(77.4%)이었고, 교직 경력 5년 이하는 54명(47%),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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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29명(25.2%), 11년 이상은 32명(27.8%)이었다. 담임학년은 1~2학년 16명(14%), 3~4
학년 17명(15%), 5~6학년 45명(39%), 교과전담 37명(32%)이었다.
2. 연구도구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초등학교 교사
를 대상으로 [그림 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지에 교
사는 일반 교실에서 수업 중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기록하였으며, 총 28명
의 교사가 364개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1)

[그림 1]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조사지

조사를 통해 제시된 활동은 연구자에 의해 일반적인 교수-학습 활동의 형태로 분류
되었다. 예컨대, ‘SBS에서 방영된 청소의 힘이란 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해 보여주었다’
라는 활동은 ‘수업 중 동영상을 사용한다’로 재진술되었다. 이러한 재진술 과정을 통해
15개의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이 확인되었다. 이 활동 목록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누락된 활동은 없
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 중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사용한
다,’ ‘수업 중 UCC를 제작하는데 사용한다,’ ‘수업 중 외부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
하기 위해 사용한다’ 등의 세 항목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18개의 컴퓨터 교수-학습 활동이 선택되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항을 교육공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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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3인이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5간 척도(1.전혀-2.드물게-3.가끔
-4.자주-5.항상)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수업 중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 수업 중 텍스트 문서를 사용한다.
∙ 수업 중 그림, 사진을 사용한다.
∙ 수업 중 소리, 음성을 사용한다.
∙ 수업 중 동영상을 사용한다.
∙ 수업 중 게임을 사용한다.
∙ 수업 중 이러닝 콘텐츠를 사용한다.
∙ 수업 중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사용한다.
∙ 수업 중 판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 수업 중 교과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 수업 중 자료의 분석이나 계산을 위해 사용한다.
∙ 수업 중 학생이 발표하는데 사용한다.
∙ 수업 중 그림 그리거나 곡을 만들어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 수업 중 시뮬레이션 또는 데모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 수업 중 과제물 조회 또는 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 수업 중 퀴즈나 시험을 보는데 사용한다.
∙ 수업 중 UCC를 제작하는데 사용한다.
∙ 수업 중 외부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림 2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일반 교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되는 H/W, S/W, 웹사이트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H/W, S/W, 웹사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10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 형태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
교사들에게 첫째, 수업 중에 활용하는 H/W, S/W, 웹사이트를 모두 열거하도록 하고,
둘째 열거된 것 중에서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것인지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
교사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표 1>에 제시
된 항목이 선정되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5간 척도(1.전혀-2.드물게-3.가끔-4.자주-5.항
상)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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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수-학습 활동에서 사용하는 H/W, S/W, 웹사이트
H/W
S/W
웹사이트
전자칠판
파워포인트
EDUNET
대형 모니터
엑셀
I-Scream
실물 화상기
글
T-셀파
빔 프로젝터
Gom Player
SSEM
캠코더 또는 웹캠
window media player
지식채널
휴대폰 카메라
daum 팟 플레이어
Youtube
무선 마우스/키보드
아크로벳 리더
Naver
스마트 폰
아도비 플레시
Afreeca
iPad
아도비 포토샵
EDRB, EBS 사이트
갤럭시 탭
알 See
사이버가정학습
슬레이트
Movie maker
Prezi
스케너
매직 원
Google
hot potato
학교 홈페이지
그림판
녹음기
계산기
MS Word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컴퓨터 활용 역량
교사의 특성으로 태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에 대한 태도(van Braak, 2001)
의 설문지를 신원석(2011b)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고, 교사의 컴퓨터 활용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Technology in Education Competency Survey(Christensen & Knezek, 2006)
과 The Technology Proficiency Survey(Bansavich, 2005)를 바탕으로 수정한 신원석(2011b)
의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변인 중 행․재정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Perceived
Administrative Support of Technology Scales(Petherbridge, 2007)를 신원석(2011b)이 번
역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학교의 물적 기반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Quality Technology Support(Jun, 2004)를 신원석(2011b)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측
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별로 확인된
신뢰도도 자료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 789 -

박인우․고은현․신원석(2012)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

출처

항목

컴퓨터 활용 역량
컴퓨터 활용 태도
인지된 행․재정적 지원
인지된 ICT 기반

Christensen & knezek(2006),

신뢰도(Cronbach α)
최초 신원석
본연구
(2011a)

10

.92

.93

.74

van Braak(2001)

12

.84

.86

.82

Petherbridge(2007)

10

.91

.92

.93

Jun(2004)

12

.83

.92

.89

Bansavich(2005)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앞서 언급한 다양한 도구를 하나의 조사 도구로 통합
하여 120명의 교사에게 직접 배부 및 수합되었다. 수거된 조사 결과 중에서 불성실하
게 응답한 5개를 제외한 115개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앞서 설정된 연구문제 중
주요 교수-학습 활동과 주로 사용하는 H/W, S/W, 웹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항목
별 평균을 사용하였다.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중
다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이 분석방법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중 어느 변수가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그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며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통계패
키지는 SPSS 16.0이었으며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일반 교실에서의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일반 교실에서의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 소리, 음성, 동영상, 그림, 사진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제시 활동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가 자료
를 제시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동적 활동이 ‘가끔’ 이상의 응답을 보인 반면
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계산을 하거나, 자료를 생성하는 것과 같은 능동적 활동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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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SNS의 활용
이나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컴퓨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사용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는 일반 교실에서 교사는 동기유발에 효과적인 멀티미디
어 활용에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다.
<표 3>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평균
수업 중 소리, 음성을 사용한다.
3.93
수업 중 동영상을 사용한다.
3.93
수업 중 그림, 사진을 사용한다.
3.85
수업 중 판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3.28
수업 중 퀴즈나 시험을 보는데 사용한다.
3.21
수업 중 교과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3.09
수업 중 텍스트 문서를 사용한다.
2.93
수업 중 이러닝 콘텐츠를 사용한다.
2.86
수업 중 학생이 발표하는데 사용한다.
2.86
수업 중 과제물 조회 또는 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2.86
수업 중 자료의 분석이나 계산을 위해 사용한다.
2.70
수업 중 시뮬레이션 또는 데모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2.66
수업 중 게임을 사용한다.
2.56
수업 중 그림 그리거나 곡을 만들어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2.27
수업 중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1.83
수업 중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사용한다.
1.67
수업 중 UCC를 제작하는데 사용한다.
1.58
수업 중 외부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한다.
1.29

(N=115)
SD
.97
.86
.91
1.04
1.02
1.23
1.23
1.18
1.12
1.12
1.21
1.27
1.23
1.21
1.02
.90
.86
.62

2. 일반 교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되는 H/W, S/W, 웹사이트

일반 교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H/W, S/W, 웹사이트도 앞서 제시한
교수-학습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H/W의 경우 대형 모니터만 ‘자주’ 사용되
고, 실물 화상기는 ‘가끔’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기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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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특히, 타블렛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칠판,’ ‘iPad,’, ‘슬레이트’ 등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교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S/W로는 파워포인트와 Gom Player, ᄒᆞᆫ
글
순으로 나타났다. WMP, Adobe Flash, Acrobat Reader, 알 See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
를 보여주기 위한 S/W에 비해 엑셀, 계산기, 녹음기, Phtoshop 등과 같은 자료를 생성
하거나 실시간으로 조작하기 위한 S/W의 활용이 더 적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 교실에서 사용되는 H/W, S/W 평균과 표준편차
(N=115)
H/W
평균
SD
S?W
평균
SD
대형 모니터
3.68
1.52
파워포인트
3.77
.97
실물 화상기
2.80
1.24
Gom player
3.48
1.03
휴대폰 카메라
2.19
1.25
ᄒᆞᆫ
글
3.45
1.02
스마트 폰
1.70
1.12
Window Media Player
2.81
1.20
빔 프로젝터
1.67
.99
Adobe Flash
2.37
1.20
무선마우스/키보드
1.66
1.20
Acrobet Reader
2.32
1.12
스케너
1.50
.81
알 See
2.26
1.12
캠코더 또는 웹캠
1.42
.80
그림판
2.24
1.07
전자칠판
1.35
.89
Daum Pot Player
2.10
1.22
슬레이트
1.13
.51
엑셀
2.05
1.05
iPad

갤럭시 탭

1.13

.43

1.11

.39

Movie Maker

2.03

1.07

1.92

1.06

1.80

.90

Adobe Photoshop

1.61

.81

MS Word

1.60

.91

Magic One

1.25

.51

Hot Potato

1.20

.46

계산기
녹음기

일반 교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에서 활용하는 웹사이트로는 선행연구(정한호, 2009)에
서처럼 I-Scream(구. 티나라)이 사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검색 사이
트인 Naver, 지식채널, YouTube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앞서의 H/W나 S/W에
비해 웹사이트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 중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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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교사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H/W와 S/W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표 5> 일반 교실에서 사용되는 웹사이트의 평균과 표준편차
H/W
평균

SD

I-Scream

3.74

1.31

Naver

2.87

1.09

2.69

1.23

2.59

1.14

2.45

1.16

2.05

1.08

1.98

.99

Google

1.92

1.01

EDUNET

1.82

.89

SSEM

1.69

.88

1.68

.97

Prezi

1.39

.76

Afreeca

1.20

.55

지식채널
Youtube

학교 홈페이지
EDRB, EBS 사이트
사이버가정학습

셀파

T-

(N=115)

3.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교
사 변인으로 컴퓨터 활용 태도와 컴퓨터 활용 역량 점수, 사회적-기관적 변인으로 학
교의 행․재정적 지원과 정보화 기반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인인 컴퓨터 활용 교수-학
습 활동 점수는 항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회적-기관적 변인인 정
보화 기반과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서
교사 속성에 해당되는 컴퓨터 활용 역량과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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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평균
컴퓨터 활용 역량
3.90
컴퓨터 활용 태도
3.35
정보화 기반
3.31
행․재정적 지원
3.20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2.74
변인
컴퓨터 활용 태도
정보화 기반
행․재정적 지원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

<표 7>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컴퓨터
컴퓨터
활용 역량 활용 태도

(N=115)
SD
.80
.51
.60
.68
.62

정보화
기반

(N=115)
행․재정적
지원

.44*
.28*

.29*

.32*

.40*

.64*

.49*

.47*

.14

.17*
* p<.05

일반 교실에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대하여 교사의 컴퓨터 활용 역량, 컴
퓨터 활용 태도, 인지된 정보화 기반, 인지된 행․재정적 지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존
재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2.0을 넘지 않아서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인들이 상호 독립적이고, 따라서 다
중공선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인 R 는 .57(F(4,110)=13.07,
p<.05)로 나타나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컴퓨터 활용 역량
(B=.27, t=4.11, p<.05)과 컴퓨터 활용 태도(B=.38, t=3.68, p<.05)만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행․재정적 지원
과 정보화 기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컴퓨터 활용 역량
은 β가 .35로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 역량이 높을수록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컴
퓨터 활용에 대한 태도 역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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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독립변인
β
t
VIF
F
R

2

상수)
컴퓨터 활용 역량
컴퓨터 활용 태도
행․재정적 지원
정보화 기반
(

B

SE

.41

.34

.49

1.36

.27

.07

.35

4.11*

1.38

.38

.11

.31

3.68*

1.29

-.07

.10

-.08

-.71

1.89

-.01

.11

-.01

-.13

1.72

13.07*
(4,110)

.57

* p<.05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교사용 컴퓨터와 관련 정보기기만 설치되어 있는 일반 교실에서 교사의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실습실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교사의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의 실
태, 교사가 활용하는 H/W, S/W, 웹사이트의 실태가 조사되었고, 컴퓨터 활용 교수-학
습 활동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는 수업에서 교육내용 전달을 위한 다양한 자료, 특히 멀티미디어 자
료를 제시하는 활동을 위해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일관
성 있게 H/W, S/W, 그리고 웹사이트도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시와 관련된 것을 더 자
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운화 외, 2011; 정한호,
2008; 최윤선, 2003; O’Dwyer et al., 2004)에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참여 활동 보다는
교사 중심의 대집단 강의식 수업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의 수동적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교실에서 교사중심의 컴퓨터활용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으로 컴퓨터 활용 역량과 컴퓨터 활용 태도 등 교사 속성만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선행연구(신원석, 2011a)와는 달리
사회적-기관적 변인인 정보화 기반과 행․재정적 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일반 교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을 정
도로 동일한 컴퓨터 관련 기기와 설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행․재정적 지원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교실이 교사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만 비치된 이러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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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가 컴퓨터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은 교사 중심의 다양한 자료 제시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사가 교수-학습을 위해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효과적
으로 활용하느냐는 교사의 태도와 역량의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Ertmer,
2005). 이는 교사의 컴퓨터 태도에 따라 컴퓨터 활용수업의 실시 및 정도가 정해지고
(김미량, 한광현, 2006; van Braak, 2001; Christensen, 2002), 교사의 컴퓨터 활용역량이 실
제적인 컴퓨터 활용 교육의 주요요인이 된다(Christensen & Knezek, 2006)는 선행연구들
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반대로 개인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역량에 비해서 컴퓨터
활용 교육을 지원해주는 정보화 기반이나 정책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실제적
으로 지원이나 정책이 컴퓨터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유사한 지원과 정책을 제공받기 때문에
교사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화 기반과 행․재정적 지원이 획일화된 일반 교실에서 교사
의 컴퓨터 활용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주로 이
루어지는데, 이는 정보화 기반이나 행․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교 변인보다는 교사의
컴퓨터 활용 역량과 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연구대상
이 초등학교의 한정된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교사들
의 실제 어떤 H/W, S/W, 정보화기기, 어떤 사이트,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교사들의 경험적 활동을 분석하여 제작된 설문으로 교실의 컴퓨터 활용 모습을 최
대한 담아내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특성과 위의 결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일반교실에서는
교사중심의 컴퓨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 기기의 보급과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교실공간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를
활용하는 형태는 단순한 교수자료를 전달하는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Ertmer, 2005). 보다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컴퓨터 활용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
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클릭 교사’(clickers)라는 용어의
유행이나 교사의 물리적인 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Baek et al., 2008), 이는 교사들이 제대로 컴퓨터 활용수업을 진행할 교수학습방법과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컴퓨터의 유의미한 활용을 통한 교
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컴퓨터의 단순한 활용보다는 교수학습방법과 내용에 맞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의 보급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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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은 일반 학급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교사개인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기본적으
로 일반교실에 보급된 컴퓨터 기기가 교사용만 존재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학생들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실습실을 포함하는 환경을 가정한 경우와 거의
획일적인 정보화 기반이 갖춰진 일반 교실을 가정한 경우는 상이한 연구 결과를 보일
것이다. 예컨대, 2011년도에 발표된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은 학생이 일반 교실
에서 수업 중에 학습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교사의 컴퓨터
활용 교수-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적절치
가 않을 것이다. 스마트교육 환경은 이러한 기존 연구가 실시된 환경과는 전혀 상이하
여, 교사의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
교현장에 컴퓨터 기기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에 따라서 교수
학습활동의 형태가 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김현진, 임진호, 2007),
추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컴퓨터 기기를 접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교수-학습 환
경이 바뀌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활동도 바뀌고, 교사의 대응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가 교사의 활동을 변화시킨다는 생태학적 접근에서의 시사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교육이 추진되면서 교실의 물리적 환경과 활용 기기의 변화 등의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알맞게 교수학습의 형태가 변화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 구성, 행․재정적 지원의 추진의 속도와 힘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교사교육이다. 단말기 활용법, S/W 활용법 등의 기능적 측면과 교수․학습법 교육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교사 연수의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교실의
환경과 유사한 교육장에서 그 환경에서의 장점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교육받고, 연구
하고, 토론하여 연수가 끝날 즈음에는 교사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연수방법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 접하게 될 유사한 환경에서의 연수와
수업연구의 기회 제공은 변화하는 환경을 가시적으로 보고 느끼며 교사 스스로를 대
비하게 준비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을 통해 이를 지원해줄 지원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천편일률적
인 보급과 접근보다는 학교나 지역의 특성 및 교사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단위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재량확대를 통
해 교사와 학교관리자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컴퓨터 활용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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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eachers’ personality and socio-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using computers in regular classrooms which have similar technology
infrastructur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for this study as follows: 1) what kinds of
activities do teachers use computers fo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regular classrooms?, 2) what
kinds of H/W, S/W, and web-sites are used?, and 3) are computer use fo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fluenced by technology competence and attitude toward computers,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f schools? A total of 120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randomly assigned 12 elementary schools (10 participants per each school), and 5
incomplete questionnaire were eliminat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1)
teachers in regular classrooms frequently used multimedia materials such as sound, voice, vidoe-clips,
picture, and photo, 2) teachers used H/W and S/W to present multimedia materials, and web-sites to
search multimedia materials, 3) computer use fo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was influenced by
technology competence and attitude toward computer, however,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f schools did not influence on computer use. With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teachers’ computer use under similar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unified school
support is mainly presenting multimedia materials. Thus, teachers’ technology competence and attitude
toward technology influence teachers’ computer use more than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school
support. Finally, we suggested implications that factors influencing teachers’ computer use can be
influenced by classroom and learning environment.
Key words : regular classroom, teaching-learning, computer use, teach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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