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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지만, 교사와 예비 교사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 부족으

로 인하여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im과 Lee(2018)은 프로

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TPACK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예비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ICT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예비 

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ICT 기반 TPACK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는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예비 교사는 일반

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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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테크놀로지의 통합이 증가하였다. 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증가하였지만, 교사와 예비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수업에 테크놀로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이에 

따라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테크놀로지 지식이 통합된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TPACK)의 필요

성이 증가하였다[2]. Kim과 Lee(2018)는 예비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을 위하여 기존의 TPACK 모델에 테크놀로지 도구로 프로그래밍

을 접목한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이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지만, 예비 교사의 테크놀로지 통합에 대한 

기대(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지 못하였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교사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II. Method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 대상으로 K 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비 교사를 선정하고, 연구에 참여할 예비 교사를 모집하였다. 모집한 

예비 교사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ICT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처치하였다[3]. 또한, 예비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전, 후에 집단별로 같은 검사 도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 김아영(1997)의 연구에 사용한 자기효능감 측정 

검사 도구와 Wang, Ertmer, Newby(2004)의 연구에서 개발한 테크

놀로지 통합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eliefs for technology 

integration) 측정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4][5]. 

III. Result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자기효능감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따른 예비 교사의 변화를 살펴보면, ICT 기반 TPACK 교육 (t= 

1.834, p= .082)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 (t=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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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8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는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 2.168, p= .042. 

다음으로 TPACK과 관련된 특수적 자기효능감인 테크놀로지 통합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ICT 기반 

TPACK 교육 (t= 1.214, p= .239)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 (t= 1.522, p= .144)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예비 교사는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t= 7.598, p< .001. 

IV. Conclusions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

은 예비 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ICT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교육은 예비 교사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예비 교사의 자기효능감 

변화를 관찰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특수

적 자기효능감, 수업 전문성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예비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업 전문성 차이를 분석하

여, 예비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TPACK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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