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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교사들의 교육정보화 연수에 대한 태도와 컴퓨터에 대한 태도를 조
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총 207명의 초등교사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도구
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1)교사들의 배경변인과 교육정보화 연수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관련 8개 문항, 2)컴퓨터 태도관련 35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컴퓨터
태도는 Loyd와 Loyd(1985)가 개발한 CAS(Computer Attidude Scale)이 사용되었다.
초등교사 배경변인은 성별, 학력, ICT활용 수업경험, 연령, 교육정보화 연수이수정도
이다. 컴퓨터 태도는 두려움, 자신감, 좋아함, 유용성 인식 등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
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1%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재직 중
교육정보화연수를 받은 적이 전혀 없거나 1회에 그치는 등 ICT연수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교사들은 여교사들보다,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학사학위 소
지자들에 비해 교육정보화연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교육정보화 연수가 ICT의 교실수업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한편 컴퓨터 태도를 보면 자신감에 있어서 남교사들은 여교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석사학위 교사집단은 학사학위 교사집단에 비해 컴퓨터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았다. ICT를 교실학습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집단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또한 ICT활용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컴퓨터의 유용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려움
과 자신감에 있어서 연령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정도에 따라 자신감과 좋아함에 있어서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에 기초하여 사용자인 초등교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전략이 논의되었다.
* 주제어: 컴퓨터태도(Teachers' computer attitudes), 컴퓨터성차(Gender in computer),
ICT교사교육(ICT training), 컴퓨터자기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커뮤니티(e-community)시대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주축으로 정보화를 통한 교육 혁신이 활발히 진
행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단계 정보화정책 5개년 계획을 보면 초ㆍ중등교육
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교원 및 학생의 ICT 활용 능력 기준 및 교육과
정 개발과 ICT활용 능력의 표준화 및 평가도구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 2004년도부
터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ICT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을
보면, ICT활용 교수-학습방법 제시, ICT활용 교육자료 개발 보급, 교육 정보 인프라
의 고도화를 통한 지원체제 확립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는 교원연수 등 교사의 ICT활용능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 및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현장의 혁신적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
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교실
수업활동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1998년부터는 정부의 주도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교사들의 ICT역량 개발을 위해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전국적으
로 45만 명의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3억의 비용을 투자하여
“NOF(New Opportunities Fund) Training"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교육
정보화 연수프로그램은 교사들의 ICT 전문성 신장과 더 나아가 교사주도의 ICT 활
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Galanouli,
Murphy, & Gardner, 2004).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정책과 재정적 지
원을 통하여 학교는 ICT활용 수업에 필요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각 교실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이 용이해졌고 많은 ICT교수-학습자료들도 속속들이 개발되
고 있으며 교내외적으로 각종 교육정보화 연수, 교과영역별 ICT관련 교사활동들도
적극 권장되고 있다.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교육의 개혁은 교사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
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위협에 직
면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사회적 상황이나 가치관, 교육관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
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능한 교사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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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변화의 관점에 따라 교사교육의 내용도 변하게 된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서는 학습상황이 확대되고, 학습자의 주도성이 강화됨에 따라 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다(곽병선, 2002; 여성희, 강순자, 2004).
그러나 Becker(2001)의 연구를 보면 우리보다 앞서 교육정보화정책을 추진해온 미
국의 경우 ICT는 초ㆍ중등학교에서 많은 교사들에게 교수활동의 도구로 전환되지 않
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교사의
비젼과 교육관, ICT활용 능력, 유연성 있는 커리큘럼운영, 충분한 하드웨어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첨단 테크놀로지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과연 사용자가 컴
퓨터 테크놀로지와의 상호작용을 적극 수용하겠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Yi & Hwang, 2003). ICT가 통합된 교실수업활동을 통한 교육 혁신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교사의 적극적 태도가 중요한데 그러한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교사의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테크
놀로지를 교수-학습활동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교사들의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ICT가 통합된 수업활동의 성패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대한 태도는 교사가 ICT를 교수활동을 위해 수용하고자

하는 행동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사용자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의 효과적 활용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학습자나 교사의 태도는 ICT를 활용한
커리큘럼 개발과 평가과정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Woodrow,
1991).
제도적으로 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ICT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은 교육정보화 연수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 교사의 특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면 ICT를 통합한 수업방법의 성공여부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원 정보화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과 거
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교사의 학습동기 유발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교원연수의 효과성을 위하여 교
원연수 요구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병진, 1996; 이윤식, 유현숙, 최상근,
1999).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실태 및 만족도는 어떠하며 교사
의 특성에 따라 컴퓨터 태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보화교
원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교사들에게 ICT활용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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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아울러 교과별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 연수 참여 실태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초등교사의 각 배경변인에 따라
컴퓨터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ICT활
용 수업경험, 교육정보화연수 이수정도를 교사의 배경변인으로 하였다. 컴퓨터 태도
는 두려움, 자신감, 좋아함, 유용성 인식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ㆍ중등교원의 ICT활용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및 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3)의 “2004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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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육정보화정책 5개년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ㆍ중등교육의 경우 2001
년에는 교원 및 학생의 ICT 활용 능력 기준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ICT활용 능력 표준화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2004년도부터
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ICT 활용을 통한 교
수-학습 방법의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ICT활용 교수-학습방
법 제시, ICT활용 교육자료 개발 보급, 교육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지원체제
확립 등이다.
교육정보화 촉진정책에 따른 교원의 ICT활용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연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ICT활용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보화 자격연수, 직무연수,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ICT 활용 장학지원 요원 양
성, 교장ㆍ교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연수 등 전체 교원의 33%에 해당하는 교
원에게 정보화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학교별 정보화 자율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04년도 직무연수로는 원격교육 자료제작(원격교육 컨텐츠
제작-5일간 30시간), 학습자료개발 멀티미디어과정(멀티미디어 관련 응용프로그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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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8일간 30시간), 학습자료개발 그래픽과정(그래픽 프로그램활용15일간 30시간), 학
습자료개발 플래시과정(플래시 프로그램 활용-30일간 60시간), 학습자료개발 홈페이
지과정(홈페이지 프로그램 활용-15일간 30시간), 교과영역 ICT활용 수업방법개선(30
일간 60시간) 등이 있다. 연수방법은 출석형식의 참여식 연수와 원격연수로 운영되었
다. 이러한 교원 연수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ICT 활용 우수 교과연구회 지원,
ICT 활용 교육연구 대회운영, 교원ICT활용능력인증제 운영, ICT활용 교육 장학지원,
ICT활용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ICT활용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2004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교원 정보화 연수
등 교원의 ICT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약 193억원, ICT활용 수
업방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ICT활용 교육용 컨텐츠 개발에 약 443억원이다(교육
정보 인프라 고도화 구축비용, ICT활용 교육활성화 지원비용 등은 제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ICT활용 능력 기준을 표준화하여 직급별(교사, 교감,
교장)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정보 담당 교사를 제외한 일반 교사에게 요구하는 능
력은 총 40개다. 정보수집에서 3개 하위 영역(위치 파악 및 접근ㆍ열람, 수집ㆍ평가,
저장ㆍ관리)의 12개, 정보분석 및 가공에서 6개 하위영역(워드프로세서 작성ㆍ편집,
스프레드시트 가공ㆍ분석,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ㆍ편집,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ㆍ편
집, 웹 페이지 자료 제작ㆍ관리, NEIS 활용ㆍ관리)의 15개, 정보전달 및 교류에서 2
개 하위영역(제시ㆍ전달, 의사소통ㆍ교류)의 7개, 정보윤리 및 보안에서 5개 하위영
역(지식정보 사회 이해,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 지적 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관리, 네
티켓 수준)의 6개 등 4개 영역에서 총 40개의 정보화 활용 능력이다.
과연 교육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정보화활용 능력이나 태도가 여기서
제시된 기준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교사 개개인의 ICT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
다. 교사의 ICT활용 능력 개발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에 있는 각종 방안들에 대한
효과성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 교사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적 복잡성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추혜원(1999)의 연구를 보면 교사들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
성이 가지는 복잡성에 대해 높은 저항성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ICT활용을 통한 수
업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수업활동보
다는 나름대로 많은 교육적 장점이 있는 기존의 수업방법을 선호하게 된는 것이 ICT
에 대한 저항성을 더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Rovai와 Childress(2003) 역시 교사의
ICT활용 능력부족을 ICT활용을 통한 교수-학습의 변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 요인이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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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태도관련 선행연구
ICT를 통합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한 교육방법의 혁신을 기대하며 교육인적자원부
는 교사의 ICT활용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
에서 ICT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자인 교사의 수행동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
다. 최근 들어 컴퓨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사용자의 수행동기의 미케니즘을 이해하
기 위해 연구자들 사이에 사용자의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컴퓨터 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Barbeite & Weiss, 2004; Compeau & Higgins, 1995; Hasan, 2003;
Jennings & Onwuegbuzie, 2001; Oliver & Shapiro, 1993; Potosky, 2002; Selwyn,
1997; Torkzadeh & Van Dyke, 2002; Yi & Hwang, 2003). 컴퓨터 자기효능감이란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사용자가 컴퓨터 테크놀로지 기반 과제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
단을 뜻한다(Compeau & Higgins, 1995).
선행연구들을 보면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용자는 컴퓨터 인터넷 활용과 관
련하여 높은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 태도를 갖으나, 반대로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용자는 컴퓨터 인터넷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사용자인 교사의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교사가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Albion & Ertmer, 2002; Oliver & Shapiro, 1993;

Torkzadeh & Van Dyke,

2001). 자신의 컴퓨터 사용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낮은 사람은 컴퓨터 기반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Barbeite & Weiss, 2004). 캠퍼스 중심 대학에서 교수들 가운데 컴
퓨터를 효과적으로 자신 있게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풍부한 환경에서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수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교수들은 그렇지 않은 교수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Kagima, 1998). 그러나 사용자 변인에 따라 자기효능감 정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는
데 강명희(2004a)의 최근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교사들의 경우 성별, 연령, 정보
화연수 정도에 따라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남교사들이 여교사
들보다 이메일사용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컴퓨터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해 더 높
은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연령이 높은 교사집단은 낮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정
보화연수를 받은 정도에 따라 컴퓨터 활용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에서 컴퓨터 사용이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심리
적 변인으로는 컴퓨터 태도를 들 수 있다(Mitra, Lenzmeier, Steffensmeier, Avon,
Qu, & Hazen, 2000; Al-Jabri & Al-Khaldi, 1997; Jennings & Onwuegbu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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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컴퓨터 태도는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일
관성 있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학습의 결과
로 생겨나는 경향이라고 보기도 한다(Al-Jabri & Al-Khaldi, 1997; Barbeite &
Weiss, 2004).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사용자의 ICT활용수업에 대한 지식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반면에 컴퓨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교실수업에서 컴퓨
터나 각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수활동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소극적이게 된다.
컴퓨터 태도는 사용자의 컴퓨터 상호작용 행동을 이해하고 미래의 행동을 잘 조형하
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용동기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Barbeite & Weiss, 2004).
컴퓨터 태도는 교육현장에서 사용자의 컴퓨터 테크놀로지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컴퓨터 테크놀로지 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Selwyn, 1997). 컴퓨터 태도는 사용자 변인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선
행연구들을 보면 사용자의 연령, 성별, 컴퓨터 사용 경험, 컴퓨터 사용 환경, 정보화
교육, 컴퓨터 지식 등 사용자 변인에 따라 컴퓨터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ley(1997)의 연구를 보면 연령층에 관계없이 여성과는 달리 남성과
남학생들은 컴퓨터를 남성 친화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고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최욱과 이수연(2003)의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사
들의 인터넷의 교육적활용 유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직접 인터넷에서 얻
은 정보를 재가공하기 보다는 유료 교육 포탈사이트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컨텐츠
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교사보다는 여교사에게서, 교육정보화연수 이
수시간이 적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남교사들이 여교사에
비해 교육정보화 연수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일수록 교실
수업에서 체계적으로 인터넷 활용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Rovai와 Childress(2003)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교
사들의 저항성의 주요 요인으로 교육의 철학적 관점(비젼/교수법)의 차이와 컴퓨터
에 대한 자신감 및 관련 지식부족에 있다고 보았는데 교사가 ICT활용 수업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수행동기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서도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합하여 자신의 교수활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념이나 태도가 결국 교육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
인이라고 본다(Albion & Ertm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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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4개 초등학교와 경기지역 4개 초등교원들 가운데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총 240부를 배부하였고 218부가 회수되었으며
자료처리 가능한 연구대상은 총 207명이었다.

2. 연구도구 및 조사문항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설문도구는 교사변인과 컴퓨터 태도 등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변인에서는 1)성별, 2)연령, 3)학력, 4)ICT활용 수업경험, 5)교육정
보화연수이수, 6)교육정보화연수에 대한 효과성 3문항 등 모두 8문항이 조사되었다.
각 문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대한 문항과 교육정보화연수 이수 정도를 묻
는 문항은 주관식의 반응으로 교육정보화 연수 문항은 교외 개별 연수이수 빈도를
표기하는 것이었으며 학력은 학사, 석사, 박사 중 선택하는 것이었고, ICT활용수업
문항에 대한 반응은 유, 무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보화교육연수에 대한
효과성은 교육정보화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반응하는 것이었다. 3
문항으로 되어있는데 1)컴퓨터에 대한 긍정적 태도 문항(교육정보화 연수는 컴퓨터
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였다), 2)ICT활용 능력향상 문항(교육정보화 연수는
ICT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3)ICT수업 활용성 문항(교육정보화 연수는
ICT를 교실수업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Likert-tyle의 5
점 척도로 되어있는데 ①절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반응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었다.
한편 초등교사들의 일반적 컴퓨터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Loyd & Loyd(1985)
이

개발한

CAS(Computer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

CAS는

Loyd

&

Loyd(1985)와 Gressard & Loyd(1986)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
로서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다(예, Al-Jabri & Al-Khali, 1997;
Barbeite & Weiss, 2004; Jennings & Onwuegbuzie, 2001; Ropp, 1999; Rovai &
Childress, 2002/2003; Woodrow, 1991). CAS는 본 연구자가 컴퓨터 태도 도구는 번
역하는 과정에서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 영역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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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합하게 질문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면서 적합하게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CAS는
두려움, 자신감, 좋아함, 유용성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려움 9문
항, 자신감 10문항, 좋아함 9문항, 유용성 7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러나 CAS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국외연구들이어서 만일 국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할 때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감 때문에 본 연구문제를 위
한 분석에 앞서 신뢰도를 측정했는데 검사한 결과 CAS 각 하위영역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1)두려움이 Chronbach's α= .96, (2)자신감이 Chronbach's α= .95, (3)좋
아함은 Chronbach's α=.87, (4)유용성은 Chronbach's α= .87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type 5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①절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
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반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각 반응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통계 처리하여 컴
퓨터 태도 4개 하위영역 각각에 대해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두려움의 경우 낮은
점수는 컴퓨터 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자신감, 좋아함, 유용성에 해당
되는 문항들의 경우 높은 점수는 컴퓨터에 대한 높은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PC용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를 검사하기 위해 Chronbach's α를 사용했으며,

빈도 및 평균/표준편차, 교차분석

및 카이 스퀘어검증, t-test,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켰
고 부정적 진술문(좋아함 3문항과 유용성 3문항)에 대해서는 역산 처리하여 분석하
였다.
한편 성별(남․녀), 학력, ICT활용수업경험(유․무)에서 비록 t-검정을 위한 data
분석에서 비교집단 간에 표집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비교집단 간에 동일한 분
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했기 때문에(p>.05) 통계적
으로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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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참여 교사의 배경변인별 기초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성별, 연령, 학력, ICT활용 수업경험, 교육정보화 연수
이수정도, 교육정보화 연수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
다.
<표 1> 연구 참여 교사들의 조사문항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
변인
성별

연령

학력
ICT활용수업 경험

교외 교육정보화연수
이수정도

컴퓨터
긍정적 태도
교육정보화
연수 만족도
ICT실력향상

반응

빈도(명)

백분율(%)

남

45

21.7

여

162

78.3

21-30세

48

23.2

31-40세

85

41.1

40세 이상

74

35.7

학사

177

85.5

석사

29

14.1

유

186

89.9

무

20

9.7

0회

28

13.5

1회

57

27.5

2회

44

21.3

3회

33

15.9

4회

17

8.2

5회 이상

17

8.2

절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6

2.9

보통이다

58

28.0

그렇다

96

46.4

매우 그렇다

13

6.3

절대 그렇지 않다

1

0.5

그렇지 않다

6

2.9

보통이다

48

23.2

그렇다

104

50.2

매우 그렇다

1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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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지 않다
ICT 수업
활용성

0

0

그렇지 않다

6

2.9

보통이다

61

29.5

그렇다

98

47.3

매우 그렇다

9

4.3

본 연구대상은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로 제한을 했기 때문인지 비교적 연령층
이 젊고 응답자 가운데 50세 이상은 1명이었기 때문에 자료분석 상에서는 40세 이상
의 연령층에 포함시켰다. 학력을 보면 학사학위 소지자가 응답자의 85.5%에 해당되
고 상대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14.1%로 학사학위소지자가 우세했는데 이는 연구
대상을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로 제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교실수
업에서 ICT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89.9%로 압도적이었다.

2.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연수 이수실태 및 만족도
(연구문제1 :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연수 이수실태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

가.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연수 이수실태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정도를 보면 총 재직기간 중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교사들
이 13.5%, 1회 참여한 적이 있는 교사는 27.5%로 응답자의 41%나 되었으며 2회 참
여한 적이 있는 교사 수를 반영한다면 무려 62.3%에 달하는 교사들이 교육정보화연
수 이수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8.2%에 그쳤다. 교육인적자원부의 ICT활용 수업을 통한 교육현장의 개선의지에 비해
교사들의 교육정보화 연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희ㆍ강순
자(2004)의 중등교사의 교원연수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처럼 교사들의 연수참여가 매
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수가 응답자
의 15.2%, 1회 참여한 경우가 26.2%, 2회 참여한 적이 있는 교사가 25.6%에 달하는
등 교육정보화 연수가 아니더라도 많은 교사들이 연수참여를 기피하고 있었다.
아래 <표2>에서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정도와 성별, 연령, 학력과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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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정보화 연수이수와 성별ㆍ연령ㆍ학력 교차분석
(%)

성
별

연
령

학
력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남

1
(2.3)

10
(23.3)

10
(23.3)

10
(23.3)

5
(11.6)

7
(16.2)

43
(100)

여

27
(17.6)

47
(30.7)

34
(22.2)

23
(15.0)

12
(7.8)

10
(6.7)

153
(100)

21-30세

10
(21.3)

17
(36.2)

11
(23.4)

4
(18.5)

2
(8.6)

2
(8.6)

47
(100)

31-40세

10
(12.3)

25
(30.9)

19
(23.5)

15
(18.5)

7
(8.6)

3
(3.6)

81
(100)

41≥

28
(14.3)

57
(29.1)

44
(22.4)

33
(16.8)

17
(8.7)

6
(8.9)

68
(100)

학사

25
(15.0)

53
(31.7)

38
(22.8)

26
(15.6)

13
(7.8)

12
(4.8)

167
(100)

석사

3
(10.7)

3
(10.7)

6
(21.4)

7
(25.0)

4
(14.3)

5
(17.9)

28
(100)

χ²

31.415**

21.538

26.651**

** p<.01

여교사들에 비해 남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정보화 연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정보화 연수를 전혀 받지 않은 남교사는 2.3%에 불과하나 여교사는
17.6%에 달했으며 5회 이상의 연수를 받은 남교사는 16.2%인데 반해 여교사는 6.7%
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최욱과 이수연(2003)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연령층 간
에 정보화 연수이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30세 이하와 연령층
은 정보화연수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학사학위 교사집단에 비해 석사학위 교사집
단이 더 적극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나. 교육정보화 연수 만족도
앞의 <표1>을 보면 응답자들 가운데 외부 교육정보화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교
사들에 대해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컴퓨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였
다”라는 문항에 대해 52.7%가 긍정적 대답을 하였다. “ICT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
다”라는 문항에 대해 57%가 긍정적이었으며, “ICT활용 교실수업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문항에 50.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교육정보화 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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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배경변인별 컴퓨터 태도
(연구문제2: 초등교사의 성별, 연령, 학력, ICT활용 수업경험, 교육정보화 연수이
수 정도에 따라 컴퓨터에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교사들의 컴퓨터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도구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ikert-type 5점 척도로 측정한 각 하위영역 문항에 대한 평균을 보면 <표3>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두려움은 2.04, 자신감은 3.15, 좋아함은 3.11, 유용성은 3.65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컴퓨터에 대해 두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었고,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서 매우 유용하다는데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컴퓨터 태도 조사문항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번호

문항내용

평균(M)

표준편차(SD)

빈도(명)

1∼9

두려움

2.0406

.70003

175

10∼19

자신감

3.1583

.71398

192

20∼28

좋아함

3.1151

.57488

197

29∼35

유용성

3.6547

.53629

199

가. 초등교사의 성별, 학력, ICT활용 수업경험에 따라 컴퓨터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초등교사의 성별, 학력, ICT활용 수업경험에 따라 집단 간에 두려움, 자신감, 좋아
함, 유용성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 좋아함,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신감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2.060, p<.05).
<표4> 성별·학력·ICT활용 수업경험에 따른 컴퓨터 태도 t-검정
두려움
M(SD)
t
남 1.95(.72)
성별
-1.241
여 2.09(.67)
학사 2.08(.64)
학력
.505
석사 1.99(.87)
ICT 유 2.03(.67)
-1.655
수업 무 2.30(.72)
* p<0.05
변인 집단

자신감
M(SD)
t
3.32(.74)
2.060*
3.07(.70)
3.08(.66)
-1.864
3.41(.92)
3.16(.72)
1.679
2.88(.54)

좋아함
M(SD)
t
3.32(.63)
1.694
3.15(.60)
3.14(.58)
-2.434*
3.44(.77)
3.20(.63)
.929
3.06(.48)

유용성
M(SD)
t
3.70(.52)
.891
3.62(.55)
3.62(.51)
-1.286
3.79(.70)
3.67(.55)
2.053*
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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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들(M=3.32)은 여교사들(M=3.07)에 비해

컴퓨터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이처럼 여교사들의 낮은 자신감은 남교사들에 비해 교육정보화 연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종학력에 따른 컴퓨터 태도를 보면 두려움, 자신감,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서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좋아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2.434, p<.05). 응답자 가운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 연수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사료
된다.
수업에서 ICT 활용 경험 여부에 따른 컴퓨터 태도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53, p<.05). ICT활용 수업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컴퓨터·인터넷의 교육적 유용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컴퓨터 인터넷이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인터넷을 교실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 같다.
나. 초등교사의 연령,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정도에 따라 컴퓨터 태도에 있어서 차
이가 있는가?
아래 <표5>는 초등교사의 연령과 정보화연수 빈도에 따른 컴퓨터 태도에 대한 일
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연령층 간에 컴퓨터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면 두려움
(F=3.901, p<0.05)과 자신감(F=4.418, p<0.05)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연령·정보화연수에 따른 컴퓨터 태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두려움
M(SD)
F
21-30 1.77(.60) a
연령 31-40 2.05(.71) b 3.901*
41≥ 2.16(.70) b
0
2.12(.74)
교육
1
2.10(.63)
정보
2
2.13(.65)
화
1.592
3
2.04(.73)
연수
4
2.00(.84)
(회)

자신감
M(SD)
F
3.46(.60) b
3.14(.70) a 4.418*
3.05(.68) a
2.98(.80) a
2.90(.64) a
3.09(.56) b
6.257**
3.32(.72) c

좋아함
M(SD)
F
3.30(.55)
3.13(.56)
1.516
3.11(.57)
2.98(.59) a
3.05(.57) a
3.19(.60) a
4.334**
3.30(.65) a

유용성
M(SD)
F
3.79(.51)
3.65(.55) 1.530
3.59(.54)
3.57(.64)
3.54(.50)
3.67(.52)
1.444
3.69(.56)

3.38(.60) c

3.23(.52) a

3.69(.47)

5≥ 1.61(.67)
** p<0.01, * p<0.05

3.84(.81) d

3.73(.65) b

3.92(.66)

변인 집단

M(SD) 옆의 a, b, c, d 는 Duncan 검증결과를 표시한 것임.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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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컴퓨터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반면에 자
신감이 낮았다. 그러나 좋아함과 유용성 인식에 있어서는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컴퓨터에 대한 호감도(좋아함)나 유용성에 있어서는 연령에 구분 없
이 모두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세 이하의 연령층은 컴
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자신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30세 이하의 교사집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학창시절부터 컴퓨터 인터넷 문화에 친숙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저항성이 적은 것 같다.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정도에 따라 집단 간에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F=6.257,
p<0.01)과 좋아함(F=4.334, p<0.01)에 있어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화연수를 많이 이수한 집단일수록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과 호감도도 높
아졌다. 연수이수 정도에 따라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수를 전혀 받지 않았
거나 1회 받은 집단이 자신감이 가장 낮았으며, 5회 이상 받은 집단이 가장 높은 자
신감을 나타냈다. 정보화교육 연수는 이수 정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임을 말해주고 있
다. 또한 컴퓨터를 좋아함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연수를 5회 이상 받은 집단에서 급
격히 높아졌는데 5회 미만의 집단과는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많은
연수경험을 쌓는 가운데 컴퓨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실태와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또
한 교사의 각 배경변인에 따라 컴퓨터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교사의 교육정보화 연수이수 실태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 가운데 재직기간 동안 교외에서 시행하는 교육정보화 연
수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1회에 그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다. 2회에 그
친 경우는 21.3%로 전체 응답자의 62.3%가 교육정보화 연수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화 연수이수정도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남교사보다는 여교
사들이 교육정보화 연수에 소극적이었다.

허욱과 이수연(2003)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사들이 여교사들보다 정보화 연수 이수시간이 더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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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석사학위 소지자보다는 학사학위 소지자 교사집단이 교육정보화 연수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ICT활용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2004년도 소요
예산을 보면 초ㆍ중등교원의 정보화 연수 등 교원의 ICT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약 193억원, ICT활용 수업방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ICT활용 교육
용 컨텐츠 개발에 약 443억원에 달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외에도 ICT 활용
교과연구회 지원이나 연구대회 지원 등 교사들의 ICT활용 수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지원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엄청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교육정
보화를 통한 수업활동의 혁신에 적극적인 교사집단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ICT활용 능력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사집단은 계
속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등교원의 70%가 여교사인 점을
감안해볼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활용 수업활동을 통한 교육의 혁신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교사들을 정보화 연수
의 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교외 교육정보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를 보면 응답자의 50% 이상
이 컴퓨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고, ICT활용 능력이 신장되었으며, 교실수
업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보화교육 연수프로그램
의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
수를 통하여 자신의 ICT역량을 향상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문제2: 초등교사의 배경변인(성별, 학력, 연령, ICT활용 수업경험, 교육정보화
연수이수)에 따라 컴퓨터 태도(두려움, 자신감, 좋아함, 유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
는가?
성별에 따른 컴퓨터 태도를 보면 두려움, 좋아함, 유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교육정보화정책에 힘입어 남녀 구분 없이 교사들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나, 좋아함,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에
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응답자들 가운데 여교사들은 남교사
들에 비해 컴퓨터에 대해 자신감이 낮았다.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성차는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도

나타나 있다(Al-Jabri & Al-Khaldi, 1996; Kagima &

Hausafus, 2000; Torkzadeh & Van Dyke, 2002; Jennings & Onwuegbuzie, 2002).
컴퓨터가 남성 친화적 도구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성차를 줄일 수 있는 방
법이 있다면 교사의 경우 정보화연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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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비해 정보화 연수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화 연수 이수정
도에 따라 자신감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교
사들의 낮은 자신감은 연수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따른 컴퓨터 태도에서 석사학위 교사집단은 학사학위 교사집단에 비해 컴
퓨터를 더 좋아하고 있었다. 석사학위 교사들이 학사학위 교사들보다 교육정보화 연
수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정보화 연수가 교사들로 하여
금 컴퓨터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주는 한 요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ICT활용 수업경험에 따른 컴퓨터 태도를 보면 유용성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었는데 수업에서 ICT를 활용한 적이 있는 교사집단은 그렇지 않은 교사
들에 비해 컴퓨터 유용성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컴퓨터의 유용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ICT활용 수업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좋아함과 유용성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두려움과 자신감에서 연령층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20대 연령층의 교사
집단은 3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두려움이 낮았고, 반면에 자신감이 높았다. 이는 젊
은 층의 교사집단은 이미 학창시절부터 컴퓨터사용 문화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컴
퓨터에 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항감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연수 이수정도에 따라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과 좋아함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일 때 그 효과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보화 연수는 이수회수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이며, 정보화 연수는 교사들의 컴
퓨터활용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보화교육연수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는데 교사들은
연수를 통하여 컴퓨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고 ICT활용 능력이 향상되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정보화 연수는 교사들이 ICT활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
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
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교원은 2004년 현재 157,407명으로 남교사가 47,207명(총교
원수의 30%), 여교사가 110,200명(총교원수의 약 70%)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
만이 38,101명(총교원수의 24.2%), 40세 미만은 44,299명(총교원수의 28.1%), 40세
이상은 75,007명(총교원수의 47.7%)이다. 초등교원 중 여교사가 약 70%에 해당하며,
40세 이상의 교원이 총 교원 수의 약 48%에 이른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총 교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여교사집단이나 40세 이상의 연령층들은 ICT활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기회(예, 교육정보화 연수, ICT활용 교과연구회 등)에서 비록 자
의적이기는 하나 소외되어 왔다. 컴퓨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자신의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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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능력을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연수나 각종 교육정보화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사집단은 ICT활
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피해왔다. 그
러나 이 교사들이 계속 소외된다면 ICT를 통합한 교실수업 혁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정보화 연수에 있어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기 보다는 개별
교사의 연수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사들이 자신들의 ICT활용 능력을 개
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
요하다.
둘째, 교사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교사들의
경우 여성 친화적 연수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여성의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은 여성
친화적 교육 등이 집중적으로 병행될 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남교사들과 함께 정
보화 연수를 받는 경쟁적 분위기를 벗어나 여교사들만을 중심으로 한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즐겁게 빈번히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신감형성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연령층을 고려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한 필요하
다. 연령이 높은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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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T Training and Computer Attitudes among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Myung-hee Kang(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1)the attitudes of ICT training and 2)the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wards computers. Data was collected via a survey
instrument. The instrument consisted of two parts;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ICT training(8 items) and teachers' computer attitudes(35 items). The Loyd and
Loyd(1985) Computer Attitude Scale(CA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teachers'
computer attitides. For the computer attitude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age,
gender, degree, experience of ICT-integrated instruction,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ICT training. The dependent variable was computer attitudes following four dimensions:
anxiety, confidence, liking, and usefulness. 207 elementary 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ing. First, 41% of teachers were
passive in participating ICT training(no experienced group-13.5%, only once-27.5%).
Male teachers used to participate the ICT training more than female teachers. The
teachers with master's degrees got the ICT training more than the teachers with
bachelor's degrees. Over 51.6% of the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ICT training
perceived the effectiveness of ICT training positively. Second, for the computer attitud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teachers in confide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enced group and non experienced
group of ICT-integrated instruction in usefulness. Ag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nxiety and confidence. Degre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liking. The degree of ICT
training experie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onfidence and liking. The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ICT training sensitive to individual
differences(gender, age etc.) was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