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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최신기술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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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기술 도입을 앞두고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기존 교육방법의 효과,

최신기술의 관심, 최신기술의 활용 및 최신 기술의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보육기관

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교사 총 181명으로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는 현재 교육 방법 효과에 대해 보통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었다. 둘째,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셋째, 최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보통이상 정도의 관심을 두고 있었으나 거부감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현장에서 최신기술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며 특히, 최신기술의 도입이 보편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보육현장의 최신기술 활용에 바른 방향성 및

관련 교사연수 준비에 기초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기술, 인식, 보육교사, 기술 수용성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s of emerging technolog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fields connec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re specifically, we explore how satisfied 
child-care teachers are with existing educational tools, whether they are interested in or willing to use the latest 
technology within child care, and their perceived likelihood of adopting these new technologies within child care 
sites. A total of 181 directors and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institutio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child-care teachers were moderately satisfied with 
current teaching methods and their effects; secondly, child-care teachers were not especially interested in 
emerging technologies; thirdly, although interest in applying the latest technology to child care sites was 
moderately high, refusal to use this technology was also somewhat high; fourthly, many agreed that this 
technology would eventually become comm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ose 
planning to introduce the latest technology to child care sites and basic data to improve teacher training.

Key words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ild-Care Teachers, Technology Acceptance

http://dx.doi.org/10.17703/JCCT.2020.6.3.307

JCCT 2020-8-37

Ⅰ. 서 론

21세기는 디지털 정보 기술의 혁신으로 클라우스 슈

밥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기술이 더 정교화되고 진화된 것

으로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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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모든 분야가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잠재적 지혜로 변혁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서 교육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함을 주장한다[1,2]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교육전문가 12명을 구성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앞둔 유아교육』주제

로 델파이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유아교육 현장에 교육

용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유아

를 교육하는 것은 현재 교사 역량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

그램 및 교육 체계 등이 미비하여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3].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하고자 연구자들은

주권자로서의 유아, 자발적 창출자로서의 유아 교사, 인

본주의 토의 교육을 실현하는 유아교육 과정, 유연하며

안전한 유아교육의 물리적 환경 등 새로운 시대 적응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4]. 그러나 미취학을 대상으

로 한 학문적, 제도적, 실천적 대응책은 현재 만 3세 이

상을 대상으로 한 유아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0 세로부터 만 2세에 해당하는 영아가 포함된 어린

이집 현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1,2,4-7]. 물론 연령

이 어린 영아에게 가상 성격을 띤 기계 기술적 매체 접

근은 발달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8,9] 보

육연령을 제외한 연구들이 주를 이룰 수 있으나 보육현

장도 교육기관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사용률

이 증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심층적 검증이 필요하다

[1,4]. 이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설립목적과

근무환경이 다르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

지부 관할로 주관기관도다르다. 무엇보다 유치원은만 3

세 이상의 유아를 교육대상자로, 어린이집은 만 0세 이

상의 영아부터 입소하여 보육(보호와 교육)의 대상자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두 기관의 최신기술 접근양상은 다

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실교육과 비교할 때, 최신기

술을 활용한 보육이 교실 교육을 대체할 만큼 우수한가

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도 있다[10].

현재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준비가 학교급을 막

론하고 진행되고 있다[11-13]. 이에 보육역량을 중심으

로 평가되던 보육교사의 자질에 기술적 소양을 포함시

키고 새로운 교수법도 준비하여야 한다[14]. 특히, 인공

지능[15]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16-20]을 활용하여 교육

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앞서, 보육교사가

최신 기술의 활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저항이나 두

려움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이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

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교육

방법의 효과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최신기술에 대

한 이해도와 관심, 보육 현장에서 최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는 기존 교육방법의 효과를 어떻게 인

식하는가?

둘째, 최신기술 용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이해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의 최신기술 활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넷째,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의 최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Ⅱ. 선행연구 분석

1. 4차 산업혁명 최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최신기술의 등장으로

시간과 공간의 초월 및 가상현실, 증강현실[18] 구현 등

이 전개되면서 온라인 대중 공개 강의 등 누구나 어디

서든지 배움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15]. 그러므로 종

이교과서가 아니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전자책이 학

습의 주요 도구가 되며[13] 물리적인 환경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things) 혹은 상황을 마치 실제 있는 것처

럼 상호작용하는 가상교육 환경이 구현된다. 이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 과정은 연계와 융합

을 특징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 및 통합 교과로서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그리고 지식나열과 암기가 아닌 지식 도

출과정 및 절차에 주목하게 된다[21]. 또한 교수학습 도

구로서의 컴퓨터가 단지 콘텐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

라 최적의 학습효과를 위해 학습자의 인지적 요소와 정

의적 차원인 동기를 관찰하고 학습상황을 파악하여 적

절히 대응하는 지능형 학습체계(ITS, Intelligence

Tutoring System)로 전환한다[22]. 이는 학습자의 정적,

동적 정보, 능력, 경험 및 지식의 평가 요소를 상호 유

기적으로 연계 분석하고 유비퀴터스, 빅데이터, 클라우

드, 웹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식 교육을 실

시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학습자 개인의 학습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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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한다[7,23]. 그러므로 학습자는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

는 수동적 개체가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찾고 활용하며

개인에게 특화된 개별적 배움을 갖는다. 또한 학습자가

본인의 선제지식을 새로운 정보에 비판적으로 연결해

서 또 다른 형태의 지식을 생성하는 등[24-25]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최신기술 도입을 통해 교육 현장은 이전

과는 매우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최신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영

유아가 속한 보육 현장은 이들의 교육 경험이 초, 중,

고 그리고 성인기 삶에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학문

적, 실천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는 사용자

로서 최신 기술 활용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발달기의 기술접근은 우려된다는 사회 담론에 따

라 상급 학교보다 교사 역량 및 역할의 재정의가 필요

하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에 준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제기되었다[7]. 이에

보육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

한 교수학습의 기자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 현장에

서 학습 내용에 창의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학

습의 설계자이자 조력자로 정의되었다[7,26,27]. 그러나

수 없는 최신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속에서 영유

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의 기술에 대한, 태도는 윤

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은

중요하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4,15,28,29] 유아 교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기

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며 최신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는 것에 저

항이나 불안은 높지 않지만,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능동

적으로 활용할 의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최신 기술이 현장에 도입된다 해도 전통적인 교육 방법

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29]. 그런데 이

와 같은 인식은 유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교

사가 이해와 관심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로는 원장이 더 유의하게 관심이 높았고 학력과 경력이

높을수록 최신기술 활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15]. 이는 학력과 경력이 높을수록 관련 내용에 대한

승격·보수교육 및 다양한 특강을 들을 기회가 많은 것

과 운영자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 패러다임

안에서 비약적으로 변화하는 유아 교육계를 더욱 의식

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델파이 연구를 통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20] 현재 과학기술을 사용한 교수법 도입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 이를 수용하는데 불안하거나 거부

할 의향은 없으나 유아교사는 기술적 전문가로서의 소

양을 갖추어 수업자료 준비가 스스로 가능해야 함이 중

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교

육방식이 기존에 활용하던 다양한 교육 매체들을 전면

대체할 것은 아니고 단지 보조정도의 역할을 기대했다.

결국, 유아 교사는 현장에서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 교육 매체와의 분리가 아니며 교사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신념을 밝혔다. 그리고 유아교육

현장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기본인성, 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능력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교

과 내용을 가르치는 초, 중, 고 학교급과는 기술 활용

양상이 다를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

장 적합한 대안은 국가차원의 체계적 교사 연수인데 그

내용도 단지 기술자로서의 기술기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반적으로 변화된 유아

교사 역량의 전체적 이해와 그 안에서의 기술습득 기능

이 제공될 것을 주장하였다[15, 27].

최신기술이 유아에게 접근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수

적 성향으로 일반 교육기관과는 다른 인식을 보일 것을

예상하는 종교단체 인식연구에 따르면[5], 다양한 최신

기술 자체에 관해 관심이 있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거

부와 저항은 없으나 교회학교에 활용되는 것과 본 기술

을 배워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관심

을 보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은 관심이 있지만, 그 기술을 유아에게 적용하며 교리

를 가르치는 것 즉, 종교와 과학, 기술의 연결은 다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연구 대상인 교

사 연령이 40, 50대에 집중된 것을 고려할 때, 관심에

비해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배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설명한다.

비록 유아교육과 같이 전영역의 통합이 아니라 교과

목 담당 교사의 인식연구지만 비교차원에서 살펴보면

[30],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신기술의 도

입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유아 교사와 다르

게, 교과목의 특성 및 과목 안에서의 필요에 따라 도입

유무가 나누어졌다. 예를 들면, 영어 교과의 경우,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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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수업 교수에서는 최신기술 활

용이 크지 않을 것이며 듣기, 읽기 등의 수용언어 영역

은 음성인식, 음성합성 등의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므로 학교 급과 특성에 따라 연

수가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1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기술은 분명 유아 교사에

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 자신이

교수 행동에 대한 내면적 이해 없이 기술적으로만 접근

되는 ‘기술적 전문인’으로는 부족하다. 즉, 편리성을 넘

어 교사가 주도적이고 구성적으로 현장을 다룰 수 있는

가치관, 기술 및 윤리적 태도가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자기장학, 멘토링, 수업사례 방법 공유 등 반성적

사고를 능동적으로 동료교사와 협력해야 한다[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

사 총 181명으로 단순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연령

은 ‘40대 이상’ 124명(68.5%),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64명(35.4%), 경력은 ‘10년 이상’ 79명(43.6%), 직위는 교

사 134명(74.0%), 담당 반 연령은 ‘영아반’ 120명(66.3%)

및 근무지는 서울 113명(62.4%)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5,30] 설문지를 보육교사와 보육현장에 적합하도록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보육전공 교수 1인

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의 5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 교육 방법 효

과(7문항)는 ‘매우 그렇다(5점)’부터 ‘그렇지 않다(1점)’,

최신기술 이해(7문항)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

을 쌓고 있다(5점)’부터 ‘전혀 관심이 없다(1점)’로 점수

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최신기술 활용(14문항)은 관심

(문항 번호 1-5), 거부(문항 번호 6-9), 불안(문항 번호

10-14문항)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 전망(15문항)은 세부문항으로, 수업요소 변화전망

(문항 번호 1-4, 6, 10), 최신기술 도입 보편화 전망(문항

번호 5, 7), 교육발전 방향(문항 번호 8-9, 11-15)로 나

누어져 있으며 모두 ‘매우 그렇다(5점)’부터 ‘그렇지 않

다(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기존 교육방법 효과 .805, 최신기술 이

해 .618, 최신기술 활용 .766, 최신기술 전망 .789이다.

3. 연구절차

설문지 문항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4월 25

일, 26일 양일 동안 서울, 경지도 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각 2명, 총 4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에 설문

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4월 27일부

터 5월 10일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

사 182명에게 설문 결과의 활용목적 및 사용처 그리고

결과의 비밀보장이 기술된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

다. 회수된 데이터 중 문항이 누락되었거나 성실하지

않은 답변이 있는 1부를 제외하고 총 181부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Win

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Cronbach`s α를 산출하고, 교사 응답은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s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기존 교육 방법의 효과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기존 교육 방법 효과는 평균

3.84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방

법은 영유아가 활동시간에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한다(M=4.07)’, ‘영유아에게 기관 내 활동시간은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M=4.02)’, ‘교육방법으

로서의 놀이시간은 영유아에게 충분하다. (M=4.00)’ 등

이 높은 응답을 받았다(표1 참조).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4차 산업혁명 최신기술 용어에 대한 이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기술 용어에 대한 보육교사

들의 이해와 관심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표2와 같이 5

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 2.91로 나타나, 최신기술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3D프린터가 상위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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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학력을 제외하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최신기술 용어

에 대한 이해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3 참조).

구분 M SD

영유아에게 기관 내 활동시간은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
4.02 .69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방법은 영유아의 활동

시간에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4.07 .53

활동주제 및 목표의 전달방식이 영유아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3.85 .67

영유아에게 교구및 교재 자료 사용이효과적이

다.
3.78 .71

교육방법으로서의 놀이시간은 영유아에게 충분

하다.
4.00 .64

교사는 활동주제와 흥미 및 관심이 영유아에게

일치되도록 제시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67 .74

교육효과를창출하기위한공간크기에만족한다. 3.50 .87

전체평균 3.84

표 1. 기존 교육 방법의 효과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Table 1.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teaching methods.

구분 M SD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10 .92

빅데이터(Big Data) 2.90 .97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2.78 1.04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2.81 .94

3D 프린팅(Printing) 2.92 .89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및

음성합성(Text to Speech)
2.92 .97

클라우드(Cloud) 2.97 1.04

전체평균 2.91

표 2. 최신 기술 용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이해

Table 2. Child-car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latest

technical terminologies.

구분 N M SD t/f Scheffe's

학력

고등학교 졸업(a) 26 2.69 .74

9.151
 a,b,c<d

전문대학 졸업(b) 52 2.82 .64

4년제 대학 졸업(c) 64 2.86 .71

대학원 재학/졸업(d) 39 3.26 .90


p<.01

표 3. 학력에 따른 최신기술용어 이해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latest technical

terminologies based on academic background.

3. 보육현장에서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보육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기술 활용에 대

한 보육교사의 인식 평균은 3.32로서 보통 이상이며, 보

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면, 관심, 거부, 불안의 평

균 점수가 각각 3.62, 3.30, 3.02로 나타났다.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관심은 다소 높고 불안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4와 같다. 그리고 일반적 배경

에 따라 최신기술 활용의 관심, 거부, 불안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관심은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 Scheffe's 사후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고 거부도 유

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은 표5에서와 같이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s 사후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최신기술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구분 문항 M SD

관심

나는최신기술과보육관련성을더자세히알고

싶다.
3.58 .66

나는최신기술의활용이미래보육현장에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다.
3.67 .62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한보육에대해영유아태

도를 알고 싶다.
3.66 .63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보육이 영유아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 싶다.
3.72 .59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한보육교수방법을개발

하는 데 관심이 있다.
3.50 .70

관심 평균 3.62

거부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보육방법보다 기존의

방법을 고수할 것이다.
3.09 .83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한보육에대해비판의식

을 가지고 있다.
3.38 .73

나는다른사람이최신기술을활용하여영유아

를 보육하는 것에 반대할 의사가 있다.
3.59 .63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한보육현장수업을준비

하느라 개인적 시간이 소비될까봐 걱정된다.
3.15 .78

거부 평균 3.30

불안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하여보육을실시하는데

에요구되는기술활용능력을갖추지못할것에

걱정이 된다.

2.76 .83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한보육이준비와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2.83 .80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한보육시영유아통제가

어려울 것 같다.
3.15 .80

나는최신기술을활용한보육에서내기술적실

력을 평가할까봐 걱정된다.
3.10 .80

나는 최신기술의발전이보육이라는직업(원장

및 교사)을 사라지게 할까봐 두렵다.
3.36 .86

불안 평균 3.02

전체 평균 3.32

표 4. 보육현장에서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보육교의 인식

Table 4.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on the use of the

latest technologies in child-car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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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f Scheffe's

불안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a) 26 2.78 .40

5.93
 a<b,c<d

2(3)년제 대학

졸업(b)
52 3.09 .60

4년제 대학 졸업(c) 64 2.99 .56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d)
39 3.22 .58


p<.05

표 5. 학력에 따른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불안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perceived anxiety over the use of the

latest technologies by educational background.

구분 M SD

수업

요소

변화

AI 기술등으로보육현장의활동시간은사라질

것이다.
2.70 .87

신기술 등으로 교사중심활동이 사라질 것이다. 3.00 .95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기본 소통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3.14 .95

현재와 같은 종이교재 형식의 활동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29 .96

인공지능기술(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보육

활동에 도입될 것이다.
3.64 .73

활동 및 놀이시간은 현재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3.78 .77

수업요소변화 전망 평균 3.25

도입

보편

화

보육기관에 스마트기기 등 최신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될 것이다.
3.81 .77

3D프린터, 사물인터넷등의기술이보육활동에

도입되어 활용될 것이다.
3.77 .66

최신기술 도입 보편화 전망 평균 3.79

교육

발전

방향

보육활동은 최신기술의 활용으로 지금보다

재미있을 것이다.
3.60 .72

영유아들이 최신기술을 활용한 보육현장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3.87 .67

영유아 보육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4.10 .78

영유아는 최신기술의 도입으로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육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3.61 .73

영유아 발달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다. 3.25 .80

사교육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다. 2.64 .82

보육수업준비가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질

것이다.
3.07 .89

교육발전 방향 전망 평균 3.44

전체 평균 3.49

표 6. 보육 현장에서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보육교사의 전망

Table 6.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prospects for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latest technologies in child-care sites.

4. 보육현장에서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보육교사

들의 전망 평균은 보통 이상인 3.49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인 수업요소 변화전망, 최신기술 도입 보편화전망,

교육발전 방향전망 각각 평균 3.25, 3.79, 3.44로 최신기

술 도입이 보편화하는 현상을 가장 높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한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6과 같다. 일반적 배경에

따라 최신기술 전망 세부 항목인 수업요소 변화 전망,

최신기술 도입 보편화 전망, 교육발전 방향전망을 살펴

본 결과 교육발전방향 전망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

으나, Scheffe's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기존 교육 방법

의 효과, 최신 기술 용어에 대한 이해, 보육 현장에서

최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전망을 조

사하였다. 보육교사는 기존의 교육 방법 효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최신기술 용어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았다. 최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보통 이상에 해당하며, 불안이나 거부는 보통 정도였으

나 불안보다 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보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신기술 도입이 보편화 될 것이라는

점에 가장 높게 동의하였다. 주요 결과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기존 교육방식 효과만족정도는 유

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5]. 본

연구에서 물리적 공간 크기의 만족이 가장 낮았는데 이

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특징인 시공간 초월이 보

완해 줄 것으로 최신기술 활용은 앞으로 보육 현장의

교사 만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신기술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

다고 응답한 유아교사에 비해 보육교사의 이해는 낮았

다[5]. 이는 유아교육기관이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대

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최신기술 활용 가치가 있다

고 보았지만 본 연구대상인 보육교사는 0세인 영아부터

보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영아에게 접근

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해석 한다.

또한 유아교사는 대학 졸업 직후 임용되어 근무하는

20대가 많기 때문에 최신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

심이 높지만 보육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

하여 30대 후반부터 40, 50대가 많아[31] 관심의 폭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장 높은 관심기술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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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아교사 및 교과목 교사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모

두 3D 프린터에 관심이 높았다[5,15, 30]. 이는 3D 프린

터가 스스로 창의적인 생산물을 고안(design)할 수 있

는 연령에 적합함을 고려할 때, 교육 수혜 연령이 만 2

세 미만인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주 관심 도구는

아닐 수 있다. 또한 학력은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의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선행연구와 일치한

다[5,15,29,30]. 따라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관심을 바탕

으로 기술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사연수

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교사에게 역량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는 최신기술 활용에 관심이 높은 편이

고 불안도 높지 않으나 유아교사에 비하여 거부 의사가

높았다[15]. 영유아 보육에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높은 것은 유아교육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이 보육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보육교사의 연령도 높아 보수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학력에서 불안이 높았던

점, 또 불안의 구체적인 이유로 최신기술이 보육교사를

대체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유아

교사들의 경우 해당 응답이 가장 낮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아 교사들은 최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준비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과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등

준비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최신

기술 활용에 대한 속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넷째, 보육교사의 최신기술 활용 전망은 대체로 긍

정적이었다. 특히, 최신기술이 교육 현장에 보편화될 것

이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이는 관련 연구와도 일치한다

[5, 30].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직면하고 있는 보육 교사를 중심으로 최신 기술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교사 교육 및

연수 준비에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나 교구를 통하여 보육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학자들이 참조할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불안과 거부를 완화할 수 있는 최신기술활용 콘텐츠를

설계·적용한 후 교육의 효과와 교사 인식의 변화를 함

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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