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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 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과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

하 다. 특히 등학교를 상으로 학교장이 인식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에 따라 해당 등학교 학생

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체 등학교 4～6학년의 1%

인 12,759명을 표집하여 ICT 리터러시 수 을 측정하 다. 그리고 표집된 학생들이 재학하는 250개 등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측정 결과를 교육부 자료에서 추출한 후 두 자료를 서로 연계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학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이 체 으로 잘 되어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물  역과 활용 역에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주로 인  역에서 확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등학교에서의 교육정보화는 물 인 인 라 구축과 자원의 활용성 강조

보다는 교사들에 한 역량 강화  인식 제고를 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단되어지며, 향후 교육정

보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물 인 인 라 구축 지원과 함께 교사들에 한 역량 강화  인식 제고를 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ICT 리터러시∣학교장 인식∣리터러시 능력요소∣리터러시 내용요소∣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link between school's educ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and ict literacy level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Specially we concerned about the link 

between principal’s awareness of ict and ict literacy level of students. This ICT literacy levels 

were measured by sampling 1%(12,759 students) of the entire school year for elementary school 

4-6. The educ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of sample student's school was extract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data. Then the two materials was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As a result, Higher recognize of principal, higher ict literacy level of students. That is sure 

in human realm. But that is difficult to conclude in ict infra and ict using realms.

According to this result, it is more important to develop ability and awareness of teacher for 

ict than to support building of ict infra and using of ict. Therefore, we need to make a plan to 

develop ability and awareness of teacher for ict with building of ict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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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평가 역 문항수 상

이원규
(2007)

내용
요소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의 표현과 논리
알고리즘과 모델링
정보사회와 윤리

1단계(17)
2단계(18)
3단계(23)

1단계
(초1~2학년)

2단계
(초3~4학년)

3단계
(초5~6학년)능력

요소
정의, 접근, 평가, 생성, 

관리, 전달

백순근
(2008) 

내용
요소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정보사회와 윤리

중·고 각 
30문항

4단계
(중1~3학년)

5단계
(고1학년)능력

요소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과 평가
정보의 조직 및 창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정보의 소통

표 1. 국내 ICT 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발 연구[1]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변하고 산업의 

심이 생산자 심에서 소비자 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변

하는 시 에 합한 교육 패러다임을 시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여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보통

신기술을 도입해 효과 인 교육을 추구하기 하여 

「교육정보화 종합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고 2011년에는 「스마트교육 추진 략」을 새롭게 

제시하 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보화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평

가하기 하여 2003년부터 매년 ․ 등학교의 교육

정보화 수 을 측정하여왔고, 2010년부터는 ․ 등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국가 수 에서 측정하

여 분석하여 왔다.

그동안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정보

화 수  향상이 실제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변화로 이

어지는가에 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

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측정과 학생들의 ICT 리터

러시 수  측정이 별도로 이루어져 두 결과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등학교를 상으로 두 자료를 연계하여 학교장에

게 인식된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에 따라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보화 정책에 주는 시사 을 연구

하도록 한다.

Ⅱ. 관련 연구 

1. 교육정보화 추진 현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화에 한 심을 증

시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정보화를 통한 미래발 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 한 국가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

로 교육 반의 신을 해 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

다. 이에 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정보화 종합발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 인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제1단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산이 투입되어 추진되었고 제2단계

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조 5천억 원규모의 산

이 투입되어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3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그 이후 2011년에 「스마트

교육 추진 략」이 발표되어 새로운 교육정보화 사업

의 추진이 이루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재까지의 추진 내용과 교육 장의 정보화 결과를 객

으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조사  분석 연구가 요구되어졌다. 이에 따

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 등학교의 교육정보

화 수 을 측정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고,  2003년

부터 매년 모든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을 조사․분석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현황
2.1 국내 현황
지 까지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한 

도구 개발을 해 수행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이원규(2007)가 등학생의 ICT 리터러

시를 검사하기 한 도구를 개발하 고[2] 그 후 백순

근(2008, 2009)에 의해 고등학생을 한 ICT 리터러

시 검사도구가 추가로 개발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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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2009)

내용
요소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정보사회와 윤리
초(6학년)
중(3학년)
고(2학년)

능력
요소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과 평가
정보의 조직 및 창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정보의 소통

그리고 와 같이 개발된 측정 도구를 토 로 김경성

(2010), 김 철(2011), 김용(2012), 안성훈(2014)에 의해 

국가 수 에서 등학생에 한 ICT 리터러시 수  

측정  분석이 이루어졌다[1][4-6]. 

연구명 분석 내용 측정 상

김경성
(2010)

대상별 차이분석, 수준분석, 비교분석, 내용
영역 및 능력요소 MANOVA 분석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김현철
(2011) 

대상별 차이 분석(능력차이, 능력요소 차이, 
내용요소 차이, 등급 차이)

김용
(2012)

차이 분석(능력차이, 능력요소 차이, 내용요
소 차이, 등급 차이)

안성훈
(2014)

대상별 차이 분석, 교육정보화 수준 및 학업
성취도 연계 분석

표 2. 국내 ICT 리터러시 측정 분석 연구[1]

2.2 국외 현황
ICT 리터러시 측정에 한 국제 연구들을 살펴보면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가 ICILS(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를 통해 

ICT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개발해 여러 나라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측정 분석하고 있으며, 5년 주기

의 연구가 수행되며, 우리나라가 참여한 ICILS 2013은 

2011년에 평가틀  평가 도구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2년 실시된 비검사를 거쳐 2013년 본검사가 실시

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ICILS 2013 국제 비교 결

과가 발표되었다[7].

이외 국제공인자격증 시험이나 · ·고 정보 활용 

능력 자격시험 등이 국제 으로 시행되고 있다.

목 상 평가 역

ICILS
(2013)

컴퓨터․정보 
소양 측정 및 
ICT 활용 
능력, 
능숙도, 
태도, 

윤리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 2년

정보 
수집 및 
관리

①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식 및 
이해

② 정보 접근 및 
평가

③ 정보 관리

정보 
생산 및 
교환

① 정보 변환  
② 정보 생성
③ 정보 공유
④ 정보의 안전한 

사용

ICDL 국제공인자
격증시험

누구나 응시 
가능

① Concepts of 
Information 
Technology(IT)

② Using the Computer 
and Managing Files

③ Word Processing
④ Spreadsheets
⑤ Databases
⑥ Presentations
⑦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검
초·중·고 
정보 활용 

능력 
자격시험

-3급 이하 : 
초중고생

-준2급 이상 : 
직장인

① 기획
② 관리․운용
③ 활용

표 3. 국제 ICT 리터러시 측정 사례[1]

Ⅲ. 조사 및 분석

1.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인식 조사
1.1 조사 시기 및 대상자 선정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인식 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에 의해서 2014년 10월 1주 ～ 3주에 NEIS 시스

템을 통하여 국의 11,856개교 체를 상으로 실시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  ICT 리터러시 측정이 이루어진 

등학교 250개교의 조사 결과를 추출하 다.

1.2 조사 내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각 학교별

로 이루어진 교육정보화의 수 을 반 으로 악하

는 내용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에 한 인식에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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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조사 내용

1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연수 시간

2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정보화 수준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3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인적 영역의 교육정보화 수준
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4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물적 영역의 교육정보화 수준
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5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활용 영역의 교육정보화 수준
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표 4.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인식에 대한 조사 내용

2.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측정
2.1 측정 검사 시기 및 대상자 선정
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측정 검사는 국가수 에서 

2014년 11월 3일(월)부터 11월 14일( )까지 실시되었

으며, 지역과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 등학교 

학생 수의 각 1%(12,759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유층

무선표집하여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 시간은 등학교 수업 운  상황을 고려하여 40

분으로 설정하 고 본 검사 실시를 한 표집  검사 

시행 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집단 규정

ICT 리터러시 검사 실시의 상 모집단은 등학교 

4～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규정하 다. 이때 

상 모집단의 학생 수는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

육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등학교 4～6학년학생 수를 

기 로 하 다.

2) 검사 상자 표집

국가수  ICT 리터러시 검사의 목표 표본 크기는 

등학교 학생 집의 1%이다. 각 시도별 표집 학생 수는 

지역규모( 도시, 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를 고

려하여 산출하 다. 검사 상자 표집은 학  단 로 

실시하 으며, 학 당 인원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게

시된 학교별 평균 학 당 인원을 추출하여 이를 기 으

로  250개 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을  상으로 표

집을 하 다. 

검사 상자로 표집된 학생수는 4학년이 남학생 

2,289명, 여학생 2,077명, 총 4,366명으로 체의 34.2%

이고, 5학년은 남학생이 2,167명, 여학생이 1,996명, 총 

4,163명으로 체의 32.6%이며, 6학년은 남학생이 2,251

명, 여학생이 1,979명, 총 4,230명으로 체의 33.2%로 

각각 나타났다.

구 분 인원수(명) 비율(%)

4학년
남 2,289

34.2여 2,077
계 4,366

5학년
남 2,167

32.6여 1,996 
계 4,163

6학년
남 2,251

33.2여 1,979
계 4,230

전 체 12,759 100.0 

표 5. 학년별 표집 학생 수

3) 검사 도구

국가수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는 2012년에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

의 문항을 문가 검토와 5개 학교의 15개 학  382명

의 학생들에게 하여 비검사를 실시하여 체 36문항 

 오류가 있거나 시  흐름에 하지 않은 6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문항 6개를 개발하여 체하

다. 

이때 새로 개발된 6개의 문항은 9명의 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고 5개 학교 15개 학  382명의 

학생들에게 용하여 난이도를 분석하 다. 

그리고 2012년에 용된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와 

본 연구를 통해 수정된 검사 도구 간의 신뢰도를 비

검사 결과를 통해 비교한 결과, 2012년 검사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의 .652이고 수정 보완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672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인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의 문항 구성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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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소

능력요소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

계

정보
처리

1 1 7 3 0 12

컴퓨터와
네트
워크

4 4 4 0 1 3 16

정보
사회와 
윤리

0 0 2 1 3 2 8

계 5 4 7 8 7 5 36

표 6.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문항 구성

3. 분석 결과
3.1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연수 시간에 따른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준 차이
등학교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연수 시간에 따라 

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장이 교육정보화 연수를 받지 않은 학

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학생 5,934명의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11 (36  만 )으로 나타났고, 학교장이 

‘1～20시간’의 교육정보화 연수를 받은 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등학생 2,839명의 평균은 21.21 (36  만 )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장이 ‘21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화 

연수를 받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학생 1,939명의 

평균은 20.72 (36  만 )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학교장이 교육정보화 연수를 받지 않은 

집단(없음)과 교육정보화 연수를 받은 집단(1～20시간, 

21시간 이상)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학교장의 연수 시간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ICT 

리터러시 수 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연수 

시간 더 많을 경우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이 다소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0시간’과 ‘20시간 

이상’과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학

교장의 교육정보화 연수 시간이 많을수록 등학생들

의 ICT 리터러시 수 은 낮아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F 사후검증

없음(a) 5,934 20.11 7.81

20.422*** b,c>a
1~20시간(b) 2,839 21.21 7.69
21시간이상(c) 1,939 20.72 7.48

합계 10,712 20.51 7.73
* p<0.05, ** p<0.01, *** p<0.001

표 7.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연수 시간에 따른 ICT 리터러시 
차이

3.2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인식에 따른 학생의 ICT 리
터러시 수준 차이

다음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정보화 정도에 따른 

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의 차이를 분석하 다. 

학교의 교육정보화 정도는 학교장이 인식한 수 을 의

미하며, 학교의 반 인 교육정보화 정도, 인 역에 

한 교육정보화 정도, 물  역에 한 교육정보화 

정도, 활용 역에 한 교육정보화 정도 등으로 세분하

여 살펴보았다. 

1) 학교 체의 교육정보화 정도 인식에 따른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차이

먼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

화 수 이 체 으로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에 따른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

정보화 수 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

고 학교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40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18.87 (36  만 )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장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230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19.72 (36  만 )으로 나타났고 학교장이 ‘잘됨’이라

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4,509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44 (36  만 )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장이 ‘매우 잘됨’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4,754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81

(36  만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F 검정 결과 유의도 0.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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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

화 수 이 체 으로 잘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

록 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은 높다고 단할 

수 있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 사후검증

매우 부족(a) - - -

8.854*** e,d>b

부족(b) 140 18.87 7.13
보통(c) 1,230 19.72 7.97
잘됨(d) 4,509 20.44 7.87

매우 잘됨(e) 4,754 20.81 7.55
합계 10,633 20.50 7.74

* p<0.05, ** p<0.01, *** p<0.001

표 8. 학교장의 학교 전체 교육정보화 정도 인식에 따른 학
생의 ICT 리터러시 차이 

2) 인  역의 교육정보화 정도 인식에 따른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차이

다음은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인  

역에 한 교육정보화 수 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른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인  

역에 한 교육정보화 수 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

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교

에 재학하고 있는 83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18.47 (36  만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장이 ‘보통’이

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412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07 (36  만 )으로 나타났고 학

교장이 ‘잘됨’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783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35 (36  만

)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장이 ‘매우 잘됨’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5,355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75

(36  만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F 검정 결과 유의도 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학교에

서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인  역에 

한 교육정보화 수 이 체 으로 잘되어 있다는 인

식이 높을수록 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은 높

다고 단할 수 있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 사후검증

매우 부족(a) - - -

5.773** e,d>b

부족(b) 83 18.47 7.46
보통(c) 1,412 20.07 8.04
잘됨(d) 3,783 20.35 7.70

매우 잘됨(e) 5,355 20.75 7.67
합계 10,633 20.50 7.74

* p<0.05, ** p<0.01, *** p<0.001

표 9. 학교장의 인적 영역 교육정보화 정도 인식에 따른 학
생의 ICT 리터러시 차이

3) 물  역의 교육정보화 정도 인식에 따른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차이

다음은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물  

역에 한 교육정보화 수 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른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물  

역에 한 교육정보화 수 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

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33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19.89 (36  만 )으로 나타났고 학교장이 ‘부

족’하다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487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67 (36  만 )으로 나타났으

며, 학교장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2,269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19.86 (36  

만 )으로 나타났고 학교장이 ‘잘됨’이라고 응답한 학

교에 재학하고 있는 4,154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

은 20.43 (36  만 )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장이 ‘매

우 잘됨’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590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99 (36  만 )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 검정 결과 유의도 0.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

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등학교에서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물  역에 한 

교육정보화 수 이 체 으로 잘되어 있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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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은 높다고 

단하기는 어렵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
사후
검증

매우 부족(a) 133 19.89 7.05

7.792***

부족(b) 487 20.67 7.94
보통(c) 2,269 19.86 7.93
잘됨(d) 4,154 20.43 7.77

매우 잘됨(e) 3,590 20.99 7.54
합계 10,633 20.50 7.74

* p<0.05, ** p<0.01, *** p<0.001

표 10. 물적 영역 교육정보화 정도(학교장 인식)에 따른 
ICT 리터러시 차이

4) 교육정보화 활용 정도 인식에 따른 학생의 ICT 리

터러시 수  차이

다음은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

보화 활용 수 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

른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

정보화 활용 수 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52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3.59 (36  만 )으로 나타났고 학교장이 ‘부족’하다

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11명의 평균 ICT 리

터러시 평균은 18.24 (36  만 )으로 나타났으며, 학

교장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024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19.10 (36  만

)으로 나타났고 학교장이 ‘잘됨’이라고 응답한 학교

에 재학하고 있는 4,343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42 (36  만 )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장이 ‘매우 잘됨’이라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5,003명의 평균 ICT 리터러시 평균은 20.81

(36  만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 검정 결과 유의도 0.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족’, ‘보통’, ‘잘됨’, 

‘매우 잘됨’의 경우는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

교의 교육정보화의 활용이 잘 된다고 인식할수록 등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매우 부족’의 경우에서 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체 인 일 성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부족’

과 ‘부족’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다른 응답에 비해 

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 사후검증

매우 부족(a) 152 23.59 8.13

19.044*** e,d>b
a>e,d,c,b

부족(b) 111 18.24 7.31
보통(c) 1,024 19.10 7.68
잘됨(d) 4,343 20.42 7.78

매우 잘됨(e) 5,003 20.81 7.66
합계 10,633 20.50 7.74

 * p<0.05, ** p<0.01, *** p<0.001

표 11. 활용영역 교육정보화 정도(학교장 인식)에 따른 
ICT 리터러시 차이 

5) 교육정보화 정도 인식과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과의 상 계

다음은 학교장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

보화에 한 체, 인 , 물 , 활용 수 에 한 인식과 

해당 학교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에 한 상 분석

을 하 다.

그 결과, 학교장의 교육정보화에 한 체, 인 , 물

, 활용 수 은 99% 신뢰수 에서 모두 학생의 ICT 

리터러시와 약간의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체 인 물 활용

ICT 
점수

Pearson
상관
계수

.048** .038** .043** .032**

유의
수준
(양쪽)

.000 .000 .000 .001

N 10633 10633 10633 10633

표 12. 교육정보화 정도(학교장 인식)와 ICT 리터러시 상
관분석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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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등학교 학교장의 교육정보화 수 에 한 인식에 

따른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분석한 결과, 학교

장이 교육정보화에 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고 체

으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학생들의 ICT 리터러

시 수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장이 재

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인  역에 한 만

족도는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과 매우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물  역과 활용 역

은 일 인 련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은 학교

장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과 어느 정

도 련성이 있으며, 특히 인  역의 련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

육정보화 수 이 체 으로 잘 되어있다는 인식이 높

을수록 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이 높아지는 경

향이 있지만 물  역과 활용 역에서는 단정하기 어

렵고 주로 인  역에서 확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등학교에서의 교육정보

화는 물 인 인 라 구축과 자원의 활용성 강조보다는 

교사들에 한 역량 강화  인식 제고를 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역량이 요하다는 에서 

교사가 학업 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기 해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수업 방식을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수업 방식에 한 역량은 다양한 교사교

육 로그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허유성과 남창

우(2008)의 연구 결과와 고차원  사고 기술을 가르치

기 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ICT에 한 교사의 지

식과 기술이 증가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

와 정 인 계를 가진다는 Wenglinsky(1998)의 연구 

결과 그리고 교사의 ICT 활용에 따른 교수 능력은 학생

의 학업 성취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김세리, 남창우, 장선 (201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교육정보화 종합발  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기 하여 2014년에 이루어진 ․ 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측정과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결과를 서로 연계하여 비교․분석하 다.

그 동안 ․ 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측정 결과

와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측정 결과는 서로 비교 

분석될만한 가치가 충분하 으나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  ․ 등학교의 교육정보

화 수  측정 결과  학교장의 인식과 해당 등학교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학교장이 교육정보화에 한 연수를 받은 경

험이 있고 체 으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

육정보화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학생들

의 ICT 리터러시 수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학교장의 인  역에 한 만족도는 학생들의 ICT 리

터러시 수 과 매우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의 물  역과 활용 역은 일

인 련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학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수 이 

체 으로 잘 되어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등학생

의 ICT 리터러시 수 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물  

역과 활용 역에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주로 인  

역에서 확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등학교에서의 교

육정보화는 물 인 인 라 구축과 자원의 활용성 강조

보다는 학교장들에 한 역량 강화  인식 제고를 

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따라서 향

후 교육정보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물 인 인 라 구

축 지원과 함께 학교장들에 한 역량 강화  인식 제

고를 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 등학교에서 SW교육이 필수 으로 도입됨에 

따라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이 SW교육의 효과성에 

미치는 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가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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