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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문헌 고찰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정보 교사가 가지는 신념을 정의하고 신념 체계의 범주화를 위한 준거를 분석하

였다. 신념은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뜻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지식 체계를 구성하고 개인의 행동을 특정 방향

으로 유도하는 성향을 가진다. 따라서 정보 교육에 대한 정보 교사의 신념은 정보 교육의 목적과 성격, 교수 방법이나 학습 방법 

등을 내면화하고 교육적 행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 교육에 대한 정보 교사의 신념 형성 

요인 및 신념 형성 과정 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정보 교사(Informatics Teachers), 교사 신념(Teachers´ Beliefs), 범주화 준거(Criteria for Categorization)

I. Introduction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방편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교과 역량으로 하는 정보 교과의 필수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 교과의 필수화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 교사의 수급 

문제, 즉 양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으므로 정보 교사의 질적 특성 또한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가진 신념은 교과 내용학 및 교과 교육학에 

대한 전문성 못지않게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교육에 대해 정보 

교사가 가지는 신념을 정의하고 신념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s

1. Teachers’ Beliefs

신념의 사전적 정의는 ‘굳게 믿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신념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두는 

것이므로 개인의 지식 체계를 구성하고 개인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신념은 교육에 대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독특한 인지 양식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게 한다.

2. Characteristics of Teachers’ Beliefs

신념은 우리가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뜻하며, 대체로 

여러 개이며 일종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념은 자기 행동의 

합리화를 이끌어내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신념도 여러 가지일 수 있으며,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교육 활동에 

대한 합리화를 이끌며,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의심을 없앰으로써 

불안감을 줄여주고, 교육적 사고 및 행위의 습관화를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3. Teachers’ Belief System

신념 체계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신념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를 뜻하는 것으로 신념들의 구조와 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신념 

체계는 여러 신념들 중 핵심적인 신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사의 신념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의 신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신념을 파악하고, 

다른 신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하는 일이다.

III. Results

1. Informatics Teachers’ Beliefs

본 연구에서는 정보 교사의 신념을 정의하고, 특성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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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육 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교사의 신념이란 정보 교사 개인이 가진 굳은 믿음이며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둘째, 정보 교사의 신념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한 명의 정보 교사가 가지는 정보 교육에 대한 신념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셋째, 정보 교사의 신념은 자신이 가지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넷째, 정보 

교사가 가지는 신념은 교육 활동에서의 불안감을 없애고 습관화를 

유도함에 따라 정보 교육 활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다섯째, 

정보 교사의 신념 중에는 다른 신념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신념이 

존재하며, 핵심 신념을 중심으로 체계가 형성된다.

2. System of Informatics Teachers’ Beliefs

본 연구에서는 정보 교사가 가지는 핵심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교사의 신념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정보 교육 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았다.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교사가 가지는 핵심 신념은 정보 교육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정보 교사가 가지는 지식과 경험 중 대부분이 정보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 교육가 가지는 핵심 신념은 정보 

교육을 하는 목적, 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정보 교사가 

가지는 정보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 중 대부분이 이것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정보 교육의 

본질에 관한 것이며, 정보 교육의 방법은 정보 교수 행위와 정보 

학습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수학 및 

과학 교과에 대한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 넷째, 정보 교사의 핵심 

신념은 정보과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정보과 교육과정이 

정보 교육의 본질, 정보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보 교사의 핵심 신념은 ‘전통’, ‘과도기’, 

‘문제해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는 정보사회의 

고도화에 정보과 교육과정의 성격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IV. Conclusions

교사의 신념은 교사의 교육 활동 목적과 방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교사의 신념을 정의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 교사의 신념 중 핵심적인 신념을 파악하

고, 신념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 교육에 대한 정보 교사의 신념 형성 요인 및 신념 형성 

과정 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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