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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 예비 교사의 테크놀로지 관련 지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교

사의 TPACK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접목한 TPACK-P 모델을 기반으

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교사에게 적용하고, 예비 교사의 TPACK 변화를 관찰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K 대학

의 2016년 2학기 강의의 일부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수업을 수강하는 예비 교사 19명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박기철과 강성주(2014)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 교사의 TPACK을 측정하였고,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하여 예비 

교사의 TPACK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TPACK-P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의 TPACK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에서는 PCK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키워드: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TPACK), 예비 교사(pre-service teacher), 프로그래밍(programming)

I. Introduction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일 증가하고 있고,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학문에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학문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테크놀

로지에 대한 지식을 교사가 갖추지 못함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목적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고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PACK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김성원과 이영준(2017)은 예비 교사의 TPACK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TPACK-P 모델을 제안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모델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TPACK-P 교육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를 통하여, TPACK-P 모델과 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I. Method

1. Participants

TPACK-P 모델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K 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비 교사 1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예비 교사로서, 

남성보다 여자가 많았으며, 1학년과 2, 3학년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은 절반 이상이 없었으며, 교육학 관련 수업은 

모두 수강한 상태였다.

2. Treatments

연구 처치는 김성원과 이영준(2017)의 연구에서 개발한 TPACK-P 

모델을 기반으로 김성원과 박혜란, 이영준(2017)의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1,2]. 처치는 청주시 소재의 K 대학에 

교양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강의에 참여한 예비 교사의 동의를 기반으

로 진행하였다.

3. Tools

본 연구에서 예비 교사의 TPACK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박기철과 강성주(2014)의 연구에서 개발한 TPACK 검사지를 활용하

였다[3]. 검사지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문항들은 TPACK의 세부 영역을 측정하며, 

문항의 신뢰도는 .80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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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의 TPACK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동형 검사지를 투입하였

다. 사전, 사후 검사를 대응 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동질 집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II. Result

예비 교사에게 TPACK-P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사전 검사 (M= 3.31, SD= .59)보다 사후 검사(M= 3.68, SD= 

.48)에서 예비 교사의 TPACK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 4.86, p< .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의 TPACK 발달에 효과적이었다.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PK (t= 2.28, p= .04), TK (t= 2.51, p= .02), CK (t= 3.67, p< 

.01), TCK (t= 4.15, p< .01), TPK (t= 2.33, p= .03), TPACK 

(t= 2.76, p= .01)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PCK (t= 1.74, p= .10)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Future works

본 연구에서는 TPACK-P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교사의 

TPACK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적용 결과, TPACK-P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의 TPACK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예비 교사의 PCK의 발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PCK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하고, 교육 프로

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TPACK-P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교사의 TPACK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 2016R1A2B4010522).

REFERENCES

[1] swkim and yjle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Pre-service Teachers ,̀” Proceeding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21, No. 1, pp. 

123-126, 2017.

[2] swkim and yjle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odel for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based on 

Programmming,” Proceeding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5, No. 1, pp. 261-262, 

2017.

[3] kjpark and sjkang,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Path 

Model on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TPACK) among Elementary・Secondary 

Teacher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30, 

No. 4, pp. 349-375,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