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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래 사회를 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 정책들 에서 STEAM교
육, SMART교육과 SW교육이 표 인 사례가 된다. 이 정책들이 학교 장에서 효과 으로 실행되기 해서
는 교사들의 정 인 인식과 지도 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특히 비교사 교육의 요성을 고려하여 
STEAM교육, SMART교육과 SW교육 정책에 한 등 비교사의 인식과 지도 비도 황을 분석하고, 비
교사 교육에 반 할 수 있는 시사 들을 모색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비교사들의 각 정책에 한 필요성 인
식 수 은 매우 높았으며, 각 정책에 한 이해 수 은 비교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할 때, 
비교사들이 각 정책과 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은 부족하며, 지도 비 수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 졌다. 우
선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교사 교육세미나 운 과 교수-학습 로그램  자료 보 에 한 선택이 가
장 많았다. 비교사의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교사의 ICT 활용 능력 수 에 따른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 하여 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반 해야 할 시사 들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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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Among the policies, STEAM education, SMART education and SW education are representative examples. In or-
der for these policies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in the school setting, teachers' positive perception and teach-
ing competency are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this study ana-
lyzed the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and teaching readiness on STEAM educa-
tion, SMART education and SW education, and sought implications that can be reflected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each pol-
icy was very high, and the understanding level of each policy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this, it was 
found that pre-service teachers lacked training experience related to each policy, and the level of readiness for 
teaching was very low.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solved, many pre-service teachers selected the im-
plement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seminars, and the distribution of instructional programs and material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rvice teach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ICT utilization 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to be 
reflected in pre-service teacher training process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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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응하여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성장을 한 략으로 우

수인재 양성에 집 하고 있다[2]. 국내에서도 미래 사회

를 비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한 교육 정책들을 

발표하고 실행해왔다. STEAM교육, SMART교육과 

SW교육 정책이 그 표 인 사례가 된다. 각 정책에 

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 등 STEAM교육 강화 정책은 21세기에는 

과학, 기술, 인문사회와 술의 융합이 시됨을 고려하

여 여러 분야의 융합 지식에 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을 목표로 한다[19][24][30][32]. 한편, SMART교육 정

책은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사회 반에 향

을 주게 됨에 따라서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학

습자 역량을 강화하기 하여 교육 환경, 내용, 방법, 평

가 등 교육 체제를 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7][25]. 

이와 더불어서, SW교육 정책은 소 트웨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 명 시 와 소 트웨

어 심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미래사회에

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컴퓨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역량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15][16][23]. 

과거에 교육 분야에 도입되었던 여러 신 정책들을 

살펴보면 학교 장에서의 항, 불충분한 지원 등 다양

한 이유로 성공 으로 도입되지 못한 채 다른 신 정

책이 새로이 도입되는 형태를 반복 으로 보여 왔다

[8][13]. 그 다면 의 세 가지 정책들에 한 실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 STEAM교육의 

경우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과학이라는 교

과가 도입된 이후 학교 장에 도입된 지 10년 정도가 

되었으나, 여 히 안정 으로 정착되지 못하 다는 지

들이 있다( : 김성기 외[13], 이만재, 권순희[19]). 이와 

더불어서, SMART교육 정책이 발표된 후 여러 해가 지

났는데도 기술 인 면을 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SMART교육은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으로 

인식되어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36]. 가장 최근

에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는 SW교육의 경우에도 교사의 

SW교육에 한 이해 수 이 낮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

지가 부족하며, 지도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들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지 되었다[14][18].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반 으로 정책이 결정된 후에 

그 집행은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는 통  집행 에 

기 하여 정책 결정까지는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만 정

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심이 미약해지는 경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19]. 따라서 정책 실행 과정

에 한 심이 필요하며, 특히 실제 교육 장에서 정

책의 효과 인 실행은 교사들의 인식에 큰 향을 받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3][28][32][34]. 

학부시  SW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그

들이 받은 교육이 장에서 SW교육을 실시하기에 불충

분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35], 교육 학에서 컴퓨

터교육을 공한 교사가 타 공 교사들에 비해 컴퓨  

사고력에 한 이해도가 높고 SW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28] 등을 고려할 때, 교사 양

성 과정에서부터 비교사가 각 정책에 해 충분히 이

해하고, 정 인 인식을 갖추며, 지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7][10]. 

그러나 지 까지 STEAM교육, SMART교육과 SW

교육 정책들에 해 비교사들의 인식과 지도 역량 수

을 체계 으로 평가하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한 

시사 들을 찾아본 연구 사례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STEAM교육, SMART교육과 SW교육 정책

에 한 등 비교사들의 인식과 지도 비도 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비교사 교육에서 고려

해야 할 시사 들을 모색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주요 인재양성 정책

STEAM교육, SMART교육과 SW교육에 해 인재양

성에 을 둔 각 정책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  교육과학기술부[24]는 2010년에 ‘창의인재와 선

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한민국’ 자료를 발표하고, 주

요 과제들  하나로 융합  마인드를 갖춘 창의  과학

기술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목 으로 · 등 STEAM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략들을 추진해왔다.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과 준비도    453

∙ 과학기술에 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도록 학습

내용을 핵심역량 주로 재구성

∙ 첨단기기와 장비를 활용하며 학습에 한 흥미, 

학습효과, 첨단기기 활용 능력 등을 제고할 수 있

는 미래형 교실과 수업 모델 개발 

구체 으로는 ‘선도그룹 육성지원’, ‘교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보 ’, ‘학생 체험활동’, ‘제도화  인 라 

구축’ 등과 같은 5가지 지원책을 마련하여 STEAM 정

책을 확산하기 한 노력을 해왔다[19][31]. 

교육과학기술부[25]는 한 2011년에 ‘인재 국으로 가는 

길: SMART교육 추진 략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SMART

교육을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등 교육체제

를 신하는 동력”(p.5)으로 정의하 다. SMART 교육은 

자기주도 (Self-directed) 학습, 흥미로운(Motivated) 학습, 

학생 개개인의 수 과 성에 맞는(Adaptive) 학습, 풍부한 

자료(Resource Free)를 활용한 학습,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이 내재된(Technology- embedded) 학습 등을 포 하여 교

육 반의 변화를 도모한다. 이를 뒷받침 할 세부 과제로는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용’, ‘온라인 수업  평가 활성

화’, ‘교육콘텐츠 자유 활용  안 한 활용 환경 조성’, ‘클

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등이 있다.

이 정책들과 더불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23]

는 2015년에 ‘SW 심사회를 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 다.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등학교는 실과에서 

17시간 이상, 학교는 필수 정보과목을 34시간 이상 그

리고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정보과목으로 SW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 다. 등학교의 SW교육은 컴퓨  사고력

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하여 “건 한 정보윤

리의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로그래 을 체험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p.2)는 목표를 

명시하 다[21]. SW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주요 과제

로는 ‘SW교육 필수화 기반 마련’, ‘SW교육 우수 모델 

창출  확산’, ‘SW 우수 인재 발굴  지원’, ‘민간 참

여  로벌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2 선행 연구 분석

신의 수용과 확산은 신을 수행할 당사자들의 

신에 한 인식과 한 련이 있다[27]. 이에 교육

신의 확산에 한 많은 연구들은 교사의 신에 한 

인식을 주요 변인으로 살펴보았다[34]. 

먼  STEAM교육과 련하여 STEAM교육 도입 

기에는 융합에 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을 조사하고, 교

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지원 방안들을 제안하는 연구들

이 주로 수행되었다( : 수, 배선아[4], 신 , 한선

[30], 채희인, 노석구[3]). 이와 같은 연구들은 융합에 

한 교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 하면서, 교

사 연수, 실제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그러나 

STEAM교육이 꽤 오랜 기간 시행된 최근에도 이와 유

사한 연구들( : 김민아, 김승희[12], 이만재, 권순희[19])

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고, 이 연구들에서도 여 히 유사

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13]. 한, 부분의 연구들이 장 교사들

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비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비교사를 상으로 실시된 소수의 

연구 사례들( : 손연아 외[33], 한혜숙[5])에 있어서도 

과학, 수학 등 특정 공에 제한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SMART교육과 련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심으로 교육 요구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 권성호 외[17], 박성열 외[26], 설문규, 손창익[29], 

허희옥 외[6]). 이 연구들의 결과로 다수의 교사들은 

SMART교육의 요성과 필요는 인정하지만 SMART교

육에 한 이해 수 이 낮은 편이고,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교육 신의 시도를 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해 체

로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 졌다. SMART교

육에 한 부분의 연구들 역시 장 교사들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

며, 황동국, 길 재, 이건남[7]의 연구와 같이 등 비교

사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본 연구 사례의 경우에도 실과 

심화과정 비교사들로 연구 상이 제한된 문제가 있다.

SW교육과 련해서는 SW교육 련 교육과정, SW

교육 평가 방법, SW교육을 한 직무 등 다양한 측면

에 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 

김갑수[11], 김한성, 수진[9], 김한성, 수진[10]). 이 

연구들의 결과로 다수의 교사들이 SW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의 SW교육 련 내용에 

한 이해도가 낮고, 학교에서 SW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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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 졌다. 이와 같

이 SW교육에 한 부분의 연구들 역시 장 교사들

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장 

교사들을 상으로 하 으며, 비교사들을 상으로 실

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실이다. 학교 장에서 

각 정책이 효과 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해서는 비

교사 양성 과정부터 주요 정책과 련한 교육 로그램

을 운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공의 비교사들을 상으로 실태 분석 연구가 수행되

고, 시사 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C 학에서 2019년 1학기에 컴퓨터

련 과목을 수강하 던 4학년 비교사 147명이었다. 

총 15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 으며, 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응답을 제외하 다. 연구 상의 성별, 

공 계열별, ICT 활용 수 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ICT 활용 수 에 해 다수의 비교사들이 “보통” 수

인 것으로 평가하 다.

Gender
Male 52(35.4)

Level of ICT 

Use

Female 95(64.6)
Very high level 3(2.0)

High level 41(27.9)
Medium level 73(49.7)

Major
Humanities 79(53.7)

Low level 30(20.4)
Science 68(46.3) Very low level 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3.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임상훈, 조미헌[20] 연구의 설문 문항들을 

기 로 하여, 연구의 목 에 맞게 문항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설문지를 제작하고, 연구 도구로 활용하 다. 

설문지의 구체 인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개별 배경 정보: 성, 공계열, ICT 활용 수 (총 

3개 문항)

∙ STEAM교육, SMART교육, SW교육에 한 인식

과 비도: 이해 수 , 필요성 인식, 교육 받은 경

험, 지도 비 수 , 우선  해결 과제 인식(각 정

책별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

3.3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해서 SPSS 

로그램을 활용하 다. 모든 변수에 해 빈도 분석을 실

시하 다. 한, 비교사의 성과 공 계열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t검증을 실시하 으며, ICT 활용 수 에 

따른 차이 분석을 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 결과

4.1 정책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

4.1.1 이해 수준

STEAM교육, SMART교육과 SW교육 각각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 다. ‘매우 잘 알고 있다

(C1)’, ‘조  알고 있다(C2)’, ‘용어만 들어보았다(C3)’, ‘

 모른다(C4)’와 같은 4개의 보기에 한 응답 결과는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다수의 비교사들이 ‘조  

알고 있다’고 응답하 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는 ‘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STEAM교육 85.7%, 

SW교육 85.6%로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으나, 이와 비교

할 때 SMART교육은 65.7%로 상 으로 낮았다.

STEAM Ed. SMART Ed. SW Ed.

C1 12.2% 3.4% 4.8%

C2 73.5% 62.3% 80.8%

C3 14.3% 32.2% 13.7%

C4 0% 2.1% 0.7%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understanding

4.1.2 필요성 인식

각 정책이 미래 교육을 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지를 질문하 다. ‘매우 필요하다(C1)’, ‘필요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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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C3)’, ‘  필요하지 않다

(C4)’와 같은 4개의 보기에 한 응답 분포는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매우 필요하다’ 는 ‘필요한 편이다’

에 응답한 경우는 STEAM교육 94.6%, SMART교육 

97.3% 그리고 SW교육 97.9%로 반 으로 각 정책 시

행의 필요에 해서는 정 으로 평가하 다.

STEAM Ed. SMART Ed. SW Ed.

C1 15.0% 44.5% 45.2%

C2 79.6% 52.8% 52.7%

C3 5.4% 2.7% 2.1%

C4 0% 0% 0%

<Table 3>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n necessity

4.1.3 교육 받은 경험

각 정책과 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인

지를 ‘매우 많다(C1)’, ‘많은 편이다(C2)’, ‘조  있다

(C3)’, ‘  없다(C4)’ 에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매우 많다’ 는 ‘많은 편

이다’에 응답한 경우는 STEAM교육 14.3%, SMART교

육 18.5%, SW교육 36.6%로 나타나서 SW교육과 련

한 교육 경험이 타 정책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STEAM교육과 SMART교육에 해서는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14%이상이나 되는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TEAM Ed. SMART Ed. SW Ed.

C1 2.0% 0% 2.1%

C2 12.3% 18.5% 34.5%

C3 71.4% 67.1% 60.0%

C4 14.3% 14.4% 3.4%

<Table 4> Comparison of the learning experience

4.1.4 지도 준비 수준

각 정책과 련하여 등교육 장에서 지도하기 한 

비도는 어느 정도 수 인지를 질문하 다. ‘매우 잘 지

도할 수 있다(C1)’,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다(C2)’, ‘지도

하기 어려운 편이다(C3)’, ‘  지도할 수 없다(C4)’와 

같은 보기 각각에 한 응답률은 아래와 같다. ‘지도하기 

어려운 편이다’ 는 ‘  지도할 수 없다’고 부정 으로 

응답을 한 경우가 STEAM교육은 51.1%, SMART교육은 

54.5% 그리고 SW교육은 45%나 되어서 비교사들의 

지도 비 수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 졌다.

STEAM Ed. SMART Ed. SW Ed.

C1 1.4% 2.2% 1.4%

C2 47.5% 43.3% 53.6%

C3 48.2% 47.1% 40.0%

C4 2.9% 7.4% 5.0%

<Table 5> Comparison of the level of readiness for teaching

4.1.5 우선적 해결 과제에 대한 인식

각 정책의 활성화를 해 가장 먼  해결해야 할 과

제를 ‘교사의 의식  태도 변화(C1)’, ‘교사 교육  세

미나 실시(C2)’, ‘교수-학습 로그램  자료 보 (C3)’, 

‘우수 수업 사례 공유(C4)’, ‘교육과정 시수 확보(C5)’, 

‘교육 시설  기자재 보 (C6)’, ‘기타(C7)’와 같은 7개

의 보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다. 3가지 정책 모두

에 해서 ‘교사 교육  세미나 실시’와 ‘교수-학습 

로그램  자료 보 ’을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

로 지 하 다. 이와 더불어서 SMART교육에 해서는 

‘교육 시설  기자재 보 ’(22.6%)을, SW교육에 해

서는 ‘교육과정 시수 확보’(15.8%)를 STEAM교육에 

해서는 ‘우수 수업 사례 공유’(12.9%)를 그 다음으로 우

선시해야 할 과제로 응답하 다.

STEAM Ed. SMART Ed. SW Ed.

C1 8.2% 6.2% 8.9%

C2 29.3% 32.9% 34.9%

C3 32.0% 25.3% 28.1%

C4 12.9% 4.8% 4.8%

C5 6.8% 8.2% 15.8%

C6 8.8% 22.6% 7.5%

C7 2.0% 0% 0%

<Table 6>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n the tasks to solve

4.2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

각 정책에 한 비교사들의 성, 공계열, ICT 활

용 능력 수 에 따라서 그들의 인식과 지도 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비교사의 성과 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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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비교

할 때, 비교사의 ICT 활용 능력 수 에 따른 유의미

한 차이는 발견된 경우들이 있고, 그 분석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4.2.1 이해 수준

비교사의 ICT 활용 능력 수 에 따라 각 정책에 

해 알고 있는 수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 정책 모두에 해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ICT를 ‘매우 잘 활용’하거나 

‘잘 활용’하는 수 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각 정책에 

해 알고 있는 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vel of ICT Use
STEAM Ed. SMART Ed. SW Ed.

N M SD N M SD N M SD

Very high level 3 3.00 1.00 3 3.00 1.00 3 3.33 .58

High level 41 3.20 .60 39 2.87 .52 39 3.08 .42

Medium level 73 2.93 .45 73 2.64 .51 73 2.84 .37

Low level 30 2.80 .41 30 2.47 .68 30 2.77 .57

Very low level 0 0 0

F=4.040

p=.009**

F=3.375

p=.020*

F=4.587

p=.004**

<Table 7>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ICT U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4.2.2 필요성 인식

ICT 활용 능력 수 에 따라 각 정책 도입의 필요성 인

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STEAM교육에 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었다. SMART교육과 SW교육에 해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ICT 활용 능력 수 과 무 하게 

부분의 비교사들이 필요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Level of ICT Use
STEAM Ed. SMART Ed. SW Ed.

N M SD N M SD N M SD

Very high level 3 2.67 .58 3 3.33 .58 3 3.33 .58

High level 41 3.29 .56 39 3.51 .56 39 3.56 .55

Medium level 73 3.03 .41 73 3.36 .56 73 3.36 .54

Low level 30 3.03 .18 30 3.43 .50 30 3.43 .50

Very low level 0 0 0

F=4.755

p=.003**

F=.725

p=.539

F=1.312

p=.273

<Table 8>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ICT 

Use: the perception on necessity

4.2.3 지도 준비 수준

ICT 활용 능력 수 에 따라 각 정책에서 다루는 수

업 지도를 할 수 있는 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3가지 정

책 모두에 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ICT를 

‘매우 잘 활용’하거나 ‘잘 활용’하는 수 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각 정책에서 다루는 수업 지도 비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vel of ICT Use
STEAM Ed. SMART Ed. SW Ed.

N M SD N M SD N M SD

Very high level 3 2.67 .58 3 3.00 .00 3 3.00 .00

High level 39 2.69 .66 37 2.68 .63 37 2.76 .64

Medium level 71 2.45 .53 68 2.34 .59 70 2.49 .58

Low level 26 2.19 .49 27 2.15 .77 29 2.24 .58

Very low level 0 0 0

F=4.302

p=.006**

F=4.849

p=.003**

F=4.819

p=.003**

<Table 9>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ICT Use: 

the level of readiness for teaching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을 

둔 STEAM교육, SMART교육과 SW교육 정책에 한 

등 비교사들의 인식과 지도 비도 실태를 분석하

고, 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 들을 모

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 결과에 기

한 결론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각 정책이 미래교육을 비한 인재양성을 해 

필요한지에 해서는 다수의 비교사들이 그 필요성

을 인정하 다. 이와 비교할 때, 정책에 해 얼마나 알

고 있는지와 련해서는 STEAM교육과 SW교육에 

해서는 86% 이상이 그리고 SMART교육에 해서는 

이보다 낮은 65%이상이 매우 잘 알거나 조  알고 있

는 것으로 응답하 다. 이 응답에 기 하여 비교사의 

이해 수 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

면 STEAM교육에 해서는 12.2%, SMART교육은 

3.4% 그리고 SW교육은 4.8%의 비교사들만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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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서, 각 정책과 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매우 많다’ 는 ‘많은 편이

다’라고 응답을 한 사례는 STEAM교육 14.3%, SMART

교육 18.5% 그리고 SW교육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지도 비 수 과 련해서는 ‘매우 잘 지

도할 수 있다’는 응답이 STEAM교육 1.4%, SMART교

육 2.2% 그리고 SW교육 1.4%에 머물 다는 사실 한 

비교사의 지도 역량 실태에 해 경각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각 정책에 한 비교사의 이해 수 과  지도 

역량을 높이기 하여 비교사를 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교육 학에서 STEAM 련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못

하고 비교사들의 STEAM교육에 한 인식이 부족하

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 하여 교육 학에 용하기 

한 STEAM 교육과정  운 모형을 개발하 지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31]을 기억할 때, 보다 효

과 인 안을 마련하고 용할 필요가 있다. 한, SW

교육과 련해서도 비교사를 상으로 지도 역량을 강

화하기 하여 몇 년 부터 해커톤 회, SW교육 사 

로그램, 교원양성 학 소 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SWEET)사업[22] 등을 운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할 때 그 용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음을 깨닫고, 보다 

효과 인 활동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용해야 한다. 

한, 각 정책의 활성화를 해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서 다수의 비교사들이 ‘교사 교육  

세미나 실시’ 그리고 ‘교수-학습 로그램  자료 보 ’

을 지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비교사를 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선과 활동 지원 방

안 마련 이외에 교수-학습 로그램  자료 보 을 

한 노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비교사의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교사의 성과 공계열에 따른 이해 수 , 필

요성 인식과 지도 비 수 에 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교사의 ICT 활용 능력 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사례들이 많

았다. 반 으로 ICT 활용 수 이 높을수록 각 정책에 

한 이해 수 과 지도 비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주요 교육 정책과 련하여 비교사 교육

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과 함께 비교사들의 ICT 활용 

능력을 신장하기 한 방안 한 마련되어야 하겠다. 

과거에 교육 분야에 도입되었던 여러 신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경우에 그 개선을 해 노력하기 보다

는  다른 신 정책을 새로이 도입해왔던 사례들

[8][13]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들의 활성화를 한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가 반 해야 할 몇 가지 사항

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 주요 정책과 련한 비

교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해서는 주기 으로 실

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실질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국가 수

에서 인 자원개발 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발 을 

한 인재 양성과 확보도 요하지만 국가 구성원 개개인

의 행복한 삶을 한 역량개발 한 요하다는 사실[2]

을 반 하여 교수-학습 내용, 방법, 평가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사 교육을 개선

하기 해서는 설명식 교육보다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

여 실천 가능한 문성을 계발해야 한다는 사실[1]을 고

려하여 비교사의 지도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실습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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