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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R-러닝 학 동아리 운  로그램 참여가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 지식 부분에서는 ‘로 기반교육 시 교사

의 역할에 하여 알고 있다’, ‘로 기반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고 있다’, ‘로 기반교

육의 필요성에 하여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고, 기능 부분은 ‘로 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가, 태도 부분에서는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한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에서 동아리 참여 보다 후가 높은 수를 나타냈으며, 비유아교사

의 R-러닝 문성  지식보다 기능과 태도 부분에서 더 많이 향상되었다. 즉, R-러닝 학 동아리 운  

로그램 참여는 비유아교사들의 R-러닝에 한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R-러닝 문성을 한 동아리 운  로그램은 효과 이라 하겠다.

■ 중심어 :∣R-러닝∣학생 동아리∣교사전문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articipation in R-Learning university club 

management program affects to R-Learning professionalism of pre-teachers in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lated to knowledge, function, and attitude. Upon investigation for 

knowledge part, those answers: ‘I know the role of teachers when education based on robot, ‘I 

know how much education based on robot affects to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and ‘I know 

the necessary of education based on robot’ appear highly. ‘I can give lessons by connecting robot 

and computer’ for function part, and ‘I think using robot for class positively’ for attitude part 

show highly. Also, professionalism of the pre-teachers improved after participating in R-running 

club, especially, function and attitude part. Thus, R-Learning university club management 

program is effective by the research. 

■ keyword :∣R-Learning∣University Club Management∣Teachers's Professionalism∣
 

    

I. 서 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R-러닝은 교육과 첨단을 융합한 미래지

향  교육과정의 운 을 지원하고 있다[2]. 이 게 시작

된 R-러닝으로 유아교육과 로 공학의 학제 간 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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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로 어들게 되었으며, 2010년 3월부터는 로 교육

지원단의 인증을 거친 지능형 로 인 아이로비큐와 제

니보를 유치원 장에 보 하여 2013년에는 국 유치

원의 50% 이상에 로 을 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 한 R-러닝에 한 선행연구들은 로 과 유

아 간 상호작용 가능성과 더불어 R-러닝이 유아에게 

미치는 순기능 인 교육  효과를 드러내 주고 있으며, 

교사를 상으로 한 로 기반교육에 한 인식  실태

조사 연구 결과 역시 체로 정 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8].

이러한 국가  정책과 정  연구결과들을 토 로 

유아교육 장에 로 이 활발하게 보 되고 있는 것에 

반해 직 유아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R-러닝에 

한 내용을 히 학습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

이 제기되고 있으며[19], 이에 직교사를 한 교사연

수 로그램 개발 연구[19]  유아교육 학제 내에 R-

러닝 교과목을 개발하기 한 연구[20] 등의 련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로

의 효율 인 활용을 해서는 로 에 한 유치원 교사

들의 올바른 이해와 정  인식이 필요하며[3], 비교

사들을 한 로  활용 수업이 기회 제공과 더불어 교

육과정  교수학습 모형 개발 제안 등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28], 로 의 활용이 학습

자의 흥미 유발, 참여도, 성취도 제고에 효과가 있으나, 

비유아교사들의 인식과 지식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13] 등은 비유아교사들을 한 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 다. 한 [32]도 로 의 사용은 유아

와 교사가 의미 있는 로젝트의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통합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교사

의 문성 신장을 한 R-러닝 기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교사의 수업 문성이란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29], 유아교사의 수

업 문성은 수업에 한 지식과 교수학습  리기

술, 수업에 한 태도와 가치로 구성된다[25]. 이를 근

거로 R-러닝 수업 문성이란 로 을 활용한 수업에 

한 기   문 지식, 로 을 활용한 효율 인 교수 

학습  로  리 기술, 로  활용 수업에 한 정

인 태도와 가치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R-러닝 

문성을 갖춘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해서는 R-러닝

에 한 지식과 활용 능력, 그리고 이에 한 정 인 

인식과 태도를 포함하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유아교사의 수업 문성은 수업에 한 

실천  지식과 반성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이론뿐만 

아니라 장과 연계된 경험[8]을 통해 강화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 로,  R-러닝을 유

아교육 학제 내 교과목으로 개발하기 한 선행연구

[20]에서도 비유아교사의 부분과 설문에 참여한 유

아교육과 교수 원이 R-러닝 교과목에 실습이 포함되

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특히 로 기반교육이 추구하

는 목 에 로 기반교육을 도입하여 유치원 교사의 

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 비와 련된 업무 부담을 경

감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20]는 을 고려하면 

비유아교사들이 R-러닝에 한 충분한 교육  경험

을 갖는 것은 매우 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에서 R-러닝 수업 

문성 신장을 한 교과목을 편성, 운 하는 경우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아컴퓨터교육, 교과교

재  연구법 등의 과목에서 로 을 활용한 교육이 일

부 다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비유아교사들이 이를 

수업과 연결하여 좋은 수업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

이 실이다. 이러한 비유아교사 양성 학 교육과정 

운 의 실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 내 R-러닝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주로 써클 활동이라고 불렸던 재의 동아리 

활동의 어원은 ‘고리’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circlus'에

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목  하에 결합된 사람들 

는 그 집단[24],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 패를 이

룬 무리[33]를 뜻한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

육과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요

구를 충족시켜 주며[4], 자아실 과 반 인 학교 생활 

응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7]. 이

러한 동아리 활동은 R-러닝과 련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련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직교사의 

로 활동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으로 2011년도부터 

교사연구동아리가 활발히 운 되고 있으며[17],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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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부터는 로 교육지원단의 지원으로 학생 

R-러닝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R-러닝 학생 

동아리는 비유아교사들에게 R-러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학습공동체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  경험하

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아교육 장에서 로

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지식을 함

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임을 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러닝 학 동아리 운  로

그램 참여가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학생 동아리 로그램 운 을 통해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을 신장하고 이를 기 로 

유아교육 장에 R-러닝 문성을 갖춘 유능한 유아교

사를 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

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3학년 학생 18명으로 R-러

닝 학 동아리 운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교육  보육 실습을 포함한 장 경험이 무

한 비유아교사들로, 본 동아리 활동에 자발 으로 참

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이다. 한 본 연구에 사용된 

로 은 동부 로 의 ‘제니보 에듀’이며, 연구 상자들은 

2 의 로 을 사용하 다. 제니보 에듀는 언제 어디서

나 사용이 가능한 유아교육용 로 으로서 이동성과 상

호작용작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의 사회성

과 자율성  주도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로 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을 알아보

기 해 설문지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

은 비교사의 R-러닝 문성과 련해[17]에서 제시

한 R-러닝에 한 지식, 기능, 태도를 묻는 항목들을 토

로 연구자가 연구목 에 합하도록 구성하 다. 

비유아교사의 문성 문항들은 Likert 5  척도를 사용

하 으며,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최종 선

정된 문항의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교사의 

문성 문항은 .92로 나타났다. 완성된 질문지는 비

조사 시 로 기반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 유치

원 교사 8명을 상으로 문항에서 이해되지 않는 , 

복응답이 가능한 문항 등에 한 의견을 수합하여 문항 

성 검토 시 반 하 다. 최종 인 문항 성 검

토를 해 유치원 평가와 로 기반교육 련 연구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학과 교수 3인에게 역과 

하 내용의 성을 검토 받았다. 질문지 문항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질문지 구성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일반적 배경 학년, 로봇교육여부 2 -

교사의 전문성
지식 5

.92기능 5
태도 4

질문지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 ‘ 체로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 체로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으로 채 하 으며, 수

가 높을수록 교사 문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역채  문항은 코딩 변경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절차
2013년 3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된 본 연구의 

연구 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평가
사  평가는 동아리 로그램 운  인 2013년 3월 

4일 연구자가 직  비유아교사들의 R-러닝 문성 

검사를 실시하 다. 

2) R-러닝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 실시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의 목   이에 따른 

구성과 운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의 목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의 목 은 비유아교

사의 R-러닝 문성 향상에 있으며, 이는 R-러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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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날짜 내용 형태 비고

1
R-러닝의 
통합적 
계획 및 운영 
방법 학습

2013.
3. 8

로봇기반교육의 필
요성 및 교수학습
방법 특강

강의 교수-
학생

2013.
3. 11

기존 동아리 회원
의 경험 전달
(멘토-멘티 구성)

강의
실습

학생-
학생

2013.
3. 18

로봇 관련 전문가 
강의 “로봇과
기술” 수강

강의 학교-
학생

누리과정
내에서 로봇
의 특성
을 살린 통합
적 교육과정 
활동의 계획 
및 실행

2013.
3. 21

생활주제 및 활동 
유형 선정 강의 학생

2013.
3. 28

누리과정 지도서에 
수록된 활동교육계
획안 선정

강의
실습 학생

2

2013.
4. 8

선정된 활동교육계
획안을 제니보(로
봇)를 통합한 새로
운 활동교육계획안
으로 보완·작성

강의
실습 학생

2013. 
4. 10

활동교육계획안에 
대한 피드백 강의 교수-

학생
2013. 
4. 15

활동교육계획안 수
정 및 보완 학생

2013.
4. 23

보완한 활동교육계
획안을 활용한 모
의수업

모의수
업

학생-
교수

3

로봇이 지닌 
다양한 기능
과 컨텐츠를 
활용함으로
써 예비유아
교사들의 로
봇활용교육
에 대한 전문
성과 실천적 
지식의 확장

2013.
5. 6

유치원에서누리과
정 지도서에 수록
된 활동교육계획안
대로 수업 실행

모의수
업

현장
교사- 학생

2013.
5. 13

유치원에서 누리과
정 지도서 활동에 
제니보를 통합하여 
새롭게 작성한 활
동교육계획안으로 
수업 실행

모의수
업

현장교사- 
학생

4 평가

2013.
5. 22

로봇활용 수업 실
행 평가 대회 학생- 교수- 

현장교사
2013.
5. 29

로봇기능대회·골
든벨 대회 대회 학생- 교수

2013. 
6. 15 최종 평가회 토론 교수- 학생

한 이론  기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

다 구체 인 내용을 설정하 으며 이들 각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R-러닝을 통합 으로 계획  운 하는 방

법에 하여 학습한다. 둘째, 리과정 내에서 로 의 

특성을 살린 통합  교육과정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다. 셋째, 로 이 지닌 다양한 기능과 컨텐츠를 활용함

으로써 비유아교사들의 로 활용교육에 한 문성

과 실천  지식을 확장한다. 

(2)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의 구성  운  방안

에서 제시한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성  운  방안은 [표 2]와 같다.

표 2. R-러닝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방안

3) 사후 평가
사후 평가는 동아리 로그램 운  후인 2013년 6월 

20일 연구자가 직  비유아교사들의 R-러닝 문성 

검사를 실시하 다.

4. 자료분석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에 참여한 비유아교

사의 R-러닝 문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R-러

닝 동아리 운  로그램에 참여하기 과 후에 비유

아교사들의 R-러닝 문성 검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토 로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의 체 평균과 

함께 교사 문성의 하  역인 지식, 기능, 태도로 나

어 문성의 하  항목에 한 평균을 비교하 다. 

한 운  로그램 실시 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t-검정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모든 자료는 

SPSS 12.0으로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R-러닝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유아교사의 R-러닝 전문성 정도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에 참여한 비유아교

사들의 R-러닝 문성 사후 평균 수를 심으로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먼 , 지식 부분에서 사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로 기반교육 시 교사의 역할에 

하여 알고 있다’, ‘로 기반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

는 향에 하여 알고 있다’, ‘로 기반교육의 필요성

에 하여 알고 있다’가 4.11 으로 나타난 반면, ‘로

을 활용한 수업에 필요한 로 련 지식을 가지고 있

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능 부분에서 사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로 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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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사후 M SD t

지식

로봇기반교육시의 
교사 역할

사전 2.67 .686 -8.081***
사후 4.11 .323

로봇기반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전 2.78 .548 -7.068사후 4.11 .583
로봇기반교육의 개념 사전 2.67 .840 -5.215사후 4.00 .686

로봇기반교육의 
필요성

사전 2.50 .985 -5.498사후 4.11 .758
로봇 활용 수업에 

필요한 지식
사전 1.89 .900 -7.956*
사후 3.83 .514

기능

로봇의 기능과 
콘텐츠에 대해 알고 

사용
사전 1.83 .786

-8.375
사후 3.94 .725

로봇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

사전 1.78 .732 -11.476**
사후 4.06 .416

로봇의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

사전 2.00 .907 -7.083사후 3.83 .618
로봇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사용

사전 1.78 .548 -9.503사후 3.61 .608
로봇 문제시의  

대처방법
사전 1.72 .669 -8.554사후 3.56 .616

태도

로봇 활용 수업에 대한 
부담이 없음

사전 3.92 1.056 4.149**
사후 2.72 .669

로봇을 활용수업이 
재미있음

사전 2.78 .808 -7.000사후 4.33 .485
로봇 활용 수업에 대해 

긍정적임
사전 2.78 1.114 -5.199사후 4.39 .698

로봇 활용 수업방법을 
배우는 데 대한 관심

사전 2.94 1.514 -2.869**
사후 4.06 .639

* p<.05, ** p<.01, *** p<.001

표 3. R-러닝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
의 R-러닝 전문성 정도

활용할 수 있다’가 4.06 으로 나타난 반면, ‘로 에 문

제가 생겼을 때 처방법에 해 알고 있다’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태도 부분에서 사후 평균이 가장 높은 항

목은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가 4.39 으로 나타난 반면,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에 참여한 비유아교

사의 R-러닝 문성 정도의 차이를 항목별로 살펴 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항목에서 동아리 

로그램 참여 보다 후가 문성 평균 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 부분에서 ‘로 기반교육시

의 교사의 역할에 해 알고 있다(t=-8.081,  p<.001)’, 

‘로 을 활용한 수업을 해 로  련 지식에 해 알

고 있다(t=-7.956,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한 기능 부분에서 ‘컴퓨터를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t=-11.476,  p<.01)’와 태도 부분에서는 

‘로 을 활용하여 수업방법을 배우는데 심이 있다

(t=-2.869,  p<.001)’ 와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

이 부담되지 않는다(t=4.149,  p<.01)’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2. R-러닝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유아교사의 R-러닝 전문성 차이
비유아교사의 동아리 로그램 과 후의 R-러닝 

문성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에서 동아리 참여 

보다 후가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

다(t=-12.484,  p<.001). 이를 구체 으로 살며보면, 기능

부분에서 동아리 로그램 참여 에는 평균이 1.82

(SD=.602), 로그램 참여 후에는 3.80 (SD=.602)으로 

나타났다(t=-12.239, p<.01). 태도 부분에서 동아리 로

그램 참여 에는 평균이 2.64 (SD=.841), 로그램 참

여 후에는 4.01 (SD=.277)으로 나타났다(t=-6.56,  

p<.001). 정리하면 로그램에 참여 한 비유아교사들

의 R-러닝 문성이 더 높아졌으며, 교사의 문성  

지식보다 기능과 태도 부분에서 더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R-러닝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
의 R-러닝 전문성 변화

구분
실시
/후

M SD t

예비유아
교사의 
R-러닝 
전문성

지식 사전 2.50 .486 -11.215사후 4.03 .316

기능 사전 1.82 .602 -12.239***
사후 3.80 .329

태도 사전 2.64 .841 -6.56***
사후 4.01 .277

전체평균 사전 2.30 .532 -12.484***
사후 3.94 .17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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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R-러닝 학 

동아리 운  로그램 참여가 R-러닝 문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 으로써 비유아교사에게 R-

러닝 문성을 신장시키고 유아교육 장에 R-러닝 

문성을 갖춘 유능한 유아교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의의

를 가진다. 연구결과 첫째로 R-러닝 학생 동아리 로

그램에 참여한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 정도를 

살펴 본 지식 부분에서는 ‘로 기반교육 시 교사의 역

할에 하여 알고 있다’, ‘로 기반교육이 유아의 발달

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고 있다’, ‘로 기반교육의 

필요성에 하여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고, 기능 부

분은 ‘로 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

다’가 높게 나타났다. 태도 부분에서는 사후 평균이 가

장 높은 항목으로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가 나타났다. 반면, 기능부분에

서는 ‘로 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법에 해 알고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태도 부분에서는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비유아교사의 동아리 

로그램 과 후의 R-러닝 문성 차이를 알아본 결

과,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에서 동아리 참여 

보다 후가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얻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비유아교사의 문성  지식보다 기능과 태

도부분에서 더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결과를 심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R-러닝 학생 동아리 로그램에 참여한 비

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 정도를 살펴보면, 지식 부

분에서 사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로 기반교육 

시 교사의 역할에 하여 알고 있다’이다. 유아교육 장

에서 교사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한 역할을 한

다. 이는 유아들과 로 기반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27]는 R-러닝 수업 시 교사는 유아들이 자연

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유아의 발달수 에 맞는 

한 환경과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하 다. 왜냐하면 교사가 R-러닝에 한 안내와 더불

어 흥미유도, 격려와 같은 교사의 역할을 능동 으로 

해 나갈 때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해 더욱 강

화시켜  수 있고 집 력을 향상시키며 창의  사고를 

이끌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러닝의 기능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다 할지라도 교사가 그것

을 교육 장에 용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즉, 교사 자신이 R-러닝의 교육목

표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

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업은 부정 일 수밖에 없으며 이

는 유아의 활동에 막 한 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유아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

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정  신념과 역할을 이

해하고 열정을 갖고 행하는지에 따라 유아 발달에 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6][14][16][21][30]에 근거하여 설

명할 수 있다. R-러닝 활동에서 있어서도[23]은 로 기

반활동의 한계 으로 로 과 로  활용 수업에 한 교

사의 역할 이해 부족이라 밝히고 있어 R-러닝에 있어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유치원 직교사를 상으로  R-러닝에 한 

교사연수 유무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살펴 본 [22][27]

는 R-러닝에 한 경험이 있을수록 교사의 문성, 교

수, 학습방법 지원, 일과운 지원에 정 인 것으로 나

타난다고 하여 사 교육에 한 필요성을 언 하고 있

다. 이는 직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R-러닝

의 올바른 교사 역할의 이해를 해서는 교육 장에 로

을 도입하기 인 비유아교사들에게 교사의 역할

을 잘 악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

하다[20]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 볼 때 본 연구의 결

과에서처럼 동아리 운  로그램 참여로 R-러닝에서

의 교사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은 비

유아교사를 상으로 로 련 동아리 활동이 앞으로 

R-러닝이 유아교육 장에 정 으로 정착하도록 하

는데 향을  것이라는 에서 고무 이라 할 수 있

으며 그 외 비유아교사들에게 지속 인 효율성을 제

시해  수 있는 사 교육으로 R-러닝 통합을 한 교

과목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

그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비유아교사는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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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운  로그램을 통해 R-러닝이 유아의 발달에 미

치는 향에 하여 알게 되었고 왜 로 기반교육의 필

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하 다. 이는 학생 동아리 로

그램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교수, 학습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는[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비유

아교사에게 R-러닝 수업을 원활히 하기 해서는 동아

리 활동과 같이 사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처음 로 이 도입 시 유아기에 로 활동은 부

합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생

각과 달리 유아들은 로 에 친 감을 보이면서 어른이 

생각하는 기 과 다르다는 것이 밝 지게 되었고[12] 

그 후 유아의 발달과 로 과의 계를 연구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그 결과 R-러닝은 유아와 로 간의 정서

 친 감 형성에 향을  뿐 만 아니라[10], 신체발

달, 창의성, 사고력에 해서도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31].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사들의 사 교

육의 유무, 로 활용수업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사들은 

R-러닝교육이 왜 필요한지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유아

들의 정 인 발달에 향을 주기 해 노력한다고 하

다. 그러므로 R-러닝에 한 사 교육은 꼭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R-러닝에 한 유아발달에 한 

논의는 정  발달에 한 논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3]은 언어, 사회, 정서발달에 다소 부정 인 수용성을 

나타났다고 하 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 이고 R-러닝

에 한 유아에 향평가가 장기 인 찰과 심층 인 

면담내용을 통해 객 인 자료가 도출되어야 하며 도출

된 결과는 직교사와 비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사

경험교육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R-러닝 동아리 로그램에 참여한 비유아교

사의 R-러닝 문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기능 부분에

서 사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로 과 컴퓨터를 연

결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가 나타났고 반면, ‘로

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법에 해 알고 있다’가 가

장 낮게 나타나 로 이 고장 났을 때 수리문제에 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로 의 고장은 

로 기반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 교사가 스스로 고치

기보다는 로 AS를 맡기게 되는데 그럴 경우 몇 주간 

사용하지 못하면서 로 활용에 축되고 심  부담을 

느낀다[12]. 이는 R-러닝 수업에 해 부담감을 증폭시

키고 유아들의 활동을 제한시켜 결국은 교수매체로서

의 로 을 활용하기가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결과를 가

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로 기반활동이 올바

르게 정착하려면 그 기반에 로 활용에 한 실제 인 

워크샵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

유아교사들에게 로  기술을 수강하고 평가하는 로

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는 능력을 발 시켰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장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  처 문제 해결에 해

서는 발 시키지 못했는데 이는 6개월이란 단기간에 

걸친 동아리 로그램 참여로 로 기능에 한 처능

력에 한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로 의 기

술 인 측면은 단기간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23]. 이러

한 사실을 주지하면서 R-러닝 동아리 로그램을 기획

할 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기능과 그 책법을 반복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소수인원으로 근하여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 로 도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로  사용과 고장에 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15]연구를 근거로 지속 인 R-러닝 수업

이 교사 스스로를 능동  수용자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

므로 R-러닝 동아리 로그램에서는 비유아교사 스

스로 로 의 어떤 문제에 제일 난감해하며 로 은 언

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계속 인 찰과 연습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 R-러닝을 한 컴퓨터 

활용수업, 문제 책능력 향상 등 기술 인 측면을 확장

시켜  실제 장 모니터링 활동과 지속 인 로그램

에 한 구체 인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R-러닝 동아리 운  로그램에 참여한 비

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로 태도 

부분에서는 사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로 기반활

동의 문성을 연구한 [17]와 학습공동체 안에서 경험

은 비유아교사의 수업 문성을 습득하는데 정

인 인식을  수 있다는 [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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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 이라는 교수매체가 유아교육 장에 성공 으로 

안착하고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로 에 한 

유아교사들의 올바른 이해와 정  인식이 필요하며 

이는 선경험이 요하다는 것을 알려  결과라 할 수 

있다. 로 활용 수업에 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본 

[28]의 연구 역시 로 을 활용하기  선행경험이 로

활용수업에 정 인 인식을 가져다주었다고 하 다. 

따라서 교사에게 로 에 한 정 인 인식을 심어주

기 해서는 장에서 로 사용하기 인 비유아교

사 시기에 R-러닝에 한 이해와 더불어 로 을 활용

하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는 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는 로 을 활용한 수업에 교사의 문성을 향상

시키도록 도와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

에 의하면 비유아교사들은 ‘로 을 활용하여 수업하

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 는데 이는 직교사들은 

과 한 업무로 인한 수업의 부담과 교수매체로서 로

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 유치

원에서의 로  활용에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에

서 심리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15]의 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R-러닝에 해 동아리 로그램에 참여한 

비유아교사들 역시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이 즐겁게 R-러닝에 한 수업

을 진행 하도록 하기 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개발은 물

론 함께한 비유아교사들 간의 R-러닝 수업 형식, 내

용, 효과 등에 해 공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래장학 등의 실시로 R-러닝 수업의 피드백을 통해 

더 효율 인 수업으로 자신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비유아교사의 R-러닝 문성에

서 동아리 참여 보다 후가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동아리 활동이 비유아교사

들의 문성 향상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17]의 연구

와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즉, R-러닝 동아리 로그

램의 참여가 비유아교사들의 R-러닝 문성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단, 비유아교사

의 문성  지식보다 기능과 태도부분에서 더 많이 

향상되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능과 태도의 향상

을 통해 비유아교사들에게 R-러닝에 한 로 에 

한 기술 증가와 정  인식을 끌어냈다는 에서 의미

는 있지만 지식 련 이론  내용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지엽 인 R-러닝의 교수방법과 기술 인 측면에만 치

하게 되어 교사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R-러닝

에 한 개념, 필요성, 교사의 역할, 유아발달간의 계 

등 문성 신장을 한 기본이 되는 이론  교육을 뒷

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동아리 운  로그램에 있어서 실천  지

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  내용을 강화하여 다양한 

수업 형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동아리 

운  로그램에 뿐 만아니라 R-러닝의 문성 구축을 

한 실천  지식은 교사양성과정부터 체계 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심으로 결론을 종합해보면, R-러닝 

학 동아리 운  로그램 참여는 비유아교사들의 

R-러닝에 한 지식, 기능, 태도 면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R-러닝 문성을 한 동아리 운  로

그램은 효과 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아리 운  로그

램 실천하는 과정에서 단기  운 이 아니라 장기 인 

운 , 개별  실습 주의 운 , 실천  지식을 강조한 

이론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하여 더욱 문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 인 로그램 운 이 시행되도록 계

획되어야 한다. 구체 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러닝의 올바른 교사 역할의 이해를 해서는 

비유아교사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잘 악하고 실행

해 볼 수 있는 충분하고 지속 인 효율성을 제시해  

수 있는 사 교육이 필요하므로  R-러닝 통합을 한 

교과목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R-러닝 수업 실

시 후 유아의 발달평가가 객 인 자료로 도출되어야 

하며 도출된 결과는 비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사 경

험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R-러닝 동아리 운  

로그램에서는 비유아교사들이 로 의 작동이 언

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계속 인 찰과 연습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 R-러닝을 한 컴퓨터 

활용수업, 문제 처 능력 향상 등 기술 인 측면을 확

장시켜  실제 장 모니터링 활동과 같은 구체 인 방

안을 세워야 한다. 넷째, R-러닝 동아리 운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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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비유아교사들이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R-러닝 수업 형식, 

내용, 효과 등에 해 공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래장학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R-러닝 동아

리 로그램에 있어서 실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  내용을 강화하여 다양한 수업 형태가 균형을 이

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으로 비유아

교사 뿐 만 아니라 유아교육 장에 R-러닝 문성을 

갖춘 유능한 직유아교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를 으로 몇 가지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역시 소재의 4년

제 학 비유아교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

에 한 일반화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

다 다양한 지역의 비유아교사들로 연구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한 동아리 활동 로그램 외

에 비유아교사들의 R-러닝 문화를 해 필요한 사

활동이 무엇이며 구체 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등의 다양한 사 경험에 한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R-러닝 동아리 로그램에 참여한 비유아교

사들이 직교사로 R-러닝 수업에 임하 을 때도 교사 

문성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한 장기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R-러닝 문성에 미치는 향을 양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로 도출하 으나 보다 구

체 이고 심층 인 연구결과를 해서는 비유아교사

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들어보는 질  근에 의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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