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376

초등 교사의 소프트웨어 교육 영역 소양간의 관계 분석
김동만O, 이태욱*

O*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e-mail: emotionman@indischool.comO, twlee@knue.ac.kr*

A Relationship Analysis o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Literacy about Software Education Domain 
Dong-Man KimO, Tae-Wuk Lee*

O*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요   약 ●  

이 연구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연수 프로그램 구성의 출발점 자료를 확보하고자, 초등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SW 교육 영역(SW 문화, SW 창의, SW활용)의 소양 정도를 파악하고 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SW 문화소

양의 충족, 특히  SW 윤리 소양의 충족이 SW 창의교육 영역(컴퓨팅 사고력과 SW 제작 소양)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SW 교사 연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SW 윤리 영역이 컴퓨팅 사고력 영역 및 SW 제작 영역에 관한 교육 내용과 

연계성 있는 배치와 시간 운영이 필요하겠다.

키워드: SW Education Domain, Elementary School Teacher SW Training, SW literacy

I. Introduction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W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 초등 

교사가 37%에 불과하고 그 이해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1]. 

정보교과의 교수내용 지식과 교수 가능성 간은 상관이 높아 교과내

용 지식의 수준을 높여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2]. 

이 연구는 효율적인 교사 연수를 위해 초등 교사들의 SW 교육 영역별 

소양 관계를 파악하여 연수 내용 선별과 운영 방법의 출발점을 정할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초등 SW교육 영역

초등 SW 교육 영역과 각 중영역 및 세부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3]. 

Domain Mid-domain Contents

SW 

문화교육

SW와 생활
SW가 미친 영향, SW의 활용 분

야, SW의 미래 전망

SW 윤리 저작권 보호, 개인 정보 보호

SW 

창의교육

컴퓨팅 

사고력
절차적 사고력, 언플러그드 컴퓨팅

SW 제작
프로그램 설계, 알고리즘 표현, 프

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SW 

활용교육

PC  활용 OS운영, 응용 SW 사용법

인터넷 활용 정보 수집, 정보 생산, 정보 공유

Table 1. Domain and Contents of Elementary School 

SW Education 

초등 SW 교육 영역 구분 중 중영역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요인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교수·학습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을 제작하

는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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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thod

1. Instrumentation

SW 선도학교 주무교사 10인의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문항

을 수정하여 <Table 2>와 같이 구성된 SW 교육 소양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Domain Mid-domain Number

SW 

문화교육

SW와 생활 6

SW 윤리 6

SW 

창의교육

컴퓨팅 사고력 6

SW 제작 6

SW 

활용교육

PC 활용 8

인터넷 활용 6

Total 38

Table 2. SW Education Literacy Instrumentation

모든 중영역 문항에서 Cronbach’s α 계수 0.7이상으로 측정되어 

SW 교육 소양 조사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2. Collecting data and Target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7일 ~ 5월 23일, 약 7일 동안 구글 

설문조사도구(docs.google)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불성

실한 응답 6명을 제외한 20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IV. Result

상관관계가 있는 SW와 생활, SW 윤리, PC 활용, 인터넷 활용 

등 4개의 독립변수 요인에 따른 SW 창의교육 소양과의 영향정도를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창의교육 소양에 대한 회귀분석의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Sum of 

Square

s

df
Mean 

Square
F Sig. R²

Adjust

ed R²

Regre

ssion
59.30 2 29.652

57.

295

.00

0

.36

8
.361Resid

ual
101.95 197 .518

Total 161.26 199 　

p<.01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about regression model(N=200)

4개의 독립변수로 SW 창의교육 소양에 끼친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PC 활용과 인터넷 활용 

등의 요인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SW와 생활, SW 

윤리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 값은 57.30,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창의교육 소양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SW 창의교육 소양 총 변화량의 37%(수정

된 R² 3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SW 창의교육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Ustd-Coefficients

Std-Coe

fficients
t-valu

e
Sig.

B SE Beta

(Constant) -1.309 .499 　
-2.62

4
.009

SW 윤리 .687 .097 .483 7.069 .000

SW와 생활 .359 .132 .186 2.727 .007

SW 윤리, SW와 생활 : VIF=1.452

p<.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N=200)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창의교육 영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SW 윤리(t=7.07, p=.000)이며, SW와 생활(t=2.727, 

p=.007)이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

에 의하면 SW 윤리(.483), SW 생활(.186) 순으로 창의교육 영역 

소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V. Conclusions

연구의 결과는 SW 창의교육 영역과 SW 문화교육 영역(SW와 

생활과 SW 윤리)이 관계가 있었다. 특히 SW 윤리 소양의 충족이 

컴퓨팅 사고력과 SW 제작 소양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등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SW 윤리 영역의 컴퓨팅 사고력 영역 및 SW 제작 영역들과 연계성 

있는 교육 내용 배치와 시간 운영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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