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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5개정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에서도 정보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등 교사의 

정보 교수 역량 정도를 살펴보거나 연수 후 연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검사도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 

개발된 초등교사의 정보 교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 교수효능감 검사도구 개정의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정보 교수효능감(Informatics Teaching Efficacy), 소프트웨어 교육(SW education), 초등교사(Elementary 

school teacher)

I. Introduction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도입되

며, 초등에서는 2019년에 5, 6학년 실과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본격적

으로 실시될 예정이다[1]. 이에 대비하여 초등 현직 교사들에게 소프트

웨어 교육 및 정보 교육에 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2]. 그러나 연수가 진행되기 전에 교사의 정보 교수에 

관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연수 후에 그 연수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함양된 정보 교수 역량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검사도구가 

2016년에 이소율과 이영준에 의해 개발된 초등교사의 정보 교수효능

감 측정 도구 외에는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3].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검사도구가 개발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정보 교수효능감 측정 검사도구

의 개정에 관한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

Bandura의 자아 효능감을 교육학에 적용한 것이 교수효능감

(Teaching Efficacy)이다.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이다. 

교수효능감에는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있다. 

일반적 교수효능감이란 교수-학습 관계에 관한 보다 일반화된 

신념을 말하고,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 능력에 

관하여 갖는 신념을 일컫는다[5]. 따라서 교수효능감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교사의 교수 역량에 관한 자기 자신의 믿음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1.2 타교과의 교수효능감 측정 검사도구

교수효능감 측정 도구의 시초라 볼 수 있는 STEBI(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는 1990년 Enochs와 Riggs에 

의해 개발된 후, 2004년에 개정되었다. STEBI는 과학 교수효능감 

측정 검사도구이며, 교사의 과학과 관련된 개인 효능과 결과 기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6]. Enochs, Smith와 Huinker는 

STEBI의 과학교과와 관련된 요소를 수학교과와 관련된 요소로 바꾸

어  MTEBI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개발하였다. STEBI와 형식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7].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교수효능감 측정 검사도구는 STEBI나 

MTEBI를 번안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문봉, 김정하의 

수학 교수효능감 측정 도구 개발 연구에서는 단순 번안을 넘어서서,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개인 

효능, 결과기대, 교수학적 내용지식, 학생에 대한 신념, 과거 학습 

경험에 대한 신념,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소를 

추출하여 수학 교수효능감 측정 도구가 개발하였다[8]. 또한, 이지연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220

유아교사 음악교수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는 음악교수효

능감 구성개념을 검토하고, 심리적 구인이 유아교사의 음악활동 교수

경험에서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개인기대와 

결과기대의 세부 요인을 각각 5요인, 2요인으로 나누어 세분화 시켰다

[9].

1.3 정보 교수효능감 측정 검사도구

정보 교수효능감 검사도구(Infor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는 2016년에 개발되었고, TPACK 기반 교육용 프로그래

밍 언어 교사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2][3]. 이 검사도구는 

신뢰도와 내용 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었지만, STEBI를 단순 번안하

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보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타교과의 교수효능감 측정 검사도구를 토대로 2016년에 개발된 

정보 교수효능감 측정 검사도구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면접을 통하여 정보 교수효능감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요인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세부 요인의 구성 숫자가 동일하게 하여 측정 결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셋째, 객관적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IV. Conclusions

초등 현직 교사의 정보 교수에 관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 

교수효능감 검사지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고찰해보았다. 제시한 네 

가지의 방향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검사도구로 개정하는 내용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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