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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모형을 비교사 교육에 용시켜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테크놀로

지를 활용 교과목을 수강하는 등 비교사 142명을 상으로 학기 와 학기말에 걸쳐서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TPACK의 주요 구성요소인 테크놀로지 지식, 내용지식, 교수지식  테크놀로지 지식과 내용지식의 역이 신장되었음

을 보여주었다. 하 요인별로는 TPACK의 7개 하 역  교수지식과 내용교수지식을 제외한 모든 하 역에서 유의

미한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테크놀로지 지식과 내용지식의 향상  교수지식에 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에

서도 테크놀로지 지식과 교수지식  내용지식이 통합된 형태의 ( 비)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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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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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odel to preservice education. To perform this study, TPACK survey instrument was distributed to 142 

preservice teachers who took technology integration course. The result showed that technology and content 

knowledge improved significantly, and pedagogical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did not show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7 sub-categori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and content knowledge, and pedagogical knowledge. Also, we suggested that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hould consider the combination of 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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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테크놀로지가 학교교육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 이를 

교육상황에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많은 노력들이 이

루어져왔다. 테크놀로지와 련된 기의 교육은 테크놀

로지를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을 맞추어서 진

행되었던 경향이 있지만 테크놀로지 그 자체만으로는 교

육에 효과 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2]. 이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효과

으로 진행하는데 더 많은 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주로 교수자들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쓰는 이유와 테

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해 심을 갖

게 되었다[6]. 

특히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진요인과 방

해요인에 한 연구  학교에서 어떻게 테크놀로지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한 실태 연구를 통해 테크놀로지가 

교육 장에 정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 다[1][4][19]. 컨  Knezek과 Christensen(2002)

의 CBAM(Concern-Based Adoption Model)모형이나 

TLC(Teaching, Learning, and Computing)[17]은 교사들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심리  요인이나 교육철학이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표 인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테크놀로지가 이미 활용되고 난 이후

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을 살피는 것에 머무르

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활용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한 실제 인 처방이나 효과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나 테크놀로지 자체의 보 이나 활용에 집 한 

나머지 교육내용과의 연결성이나 교사들의 교육 을 제

로 반 하지 못했다는데서 문제 이 제기되었다

[10][17].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기존에 행해

졌던 테크놀로지 활용교육과 련된 연구들에 해서 한

계 을 인식하고 테크놀로지의 활용자체가 특정 내용

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에 심을 두기 시작하

으며, 2006년에 교사의 지식  가장 요하다고 단되

는 세 가지 역인 교육  지식, 내용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혹은 기술  지식)을 아우르는 테크놀로지 내용교수

지식 (TPACK: 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모형이 나타나기에 이르 다[11].

Mishra와 Koehler(2006)에 의해서 소개된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이하 TPACK)은 교사와 교사 교육자들  

교육공학자들에게 테크놀로지에 한 지식과 활용을 재

평가하도록 해주는 등 테크놀로지 활용교육과 련된 연

구 분야에 있어서 큰 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한 

TPACK 모형이나 연구방법 자체가 학문  공감 의 형

성이나 역의 설정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해 새로운 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7]. 

TPACK의 등장 배경에 해서 Koehler와 

Mishra(2005)는 비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

법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해 많은 질  연구들이 행

해지고 있는 반면 상 으로 양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았다는 에 착안해서 TPACK을 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양 연구가 교사의 지식과 교육활동

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PACK 질문지를 통해서 교사의 지식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들어 TPACK은 다양한 연구자와 학술단체의 

심을 받으면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TPACK 모형이 제

시된 이후 유행처럼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미

국을 포함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련된 수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TPACK에 해서 발표된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다[8][10]. 

한 이러한 TPACK에 한 이해가 증가함으로써 교수·

학습에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

이 퍼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TPACK에 한 연구

와 활용방안에 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TPACK에 

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TPACK 설문지를 통해 비교

사들에게 재 이루어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교육이 

효과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모형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모형은 기존에 

Shulman(1986)이 제시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모형을 토 로 해서 교사들이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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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이해하고 PCK의 각 요소들과 어떠한 련성

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14][15].

이러한 개념은 Mishra와 Koehler(2006)가 지속 으로 

발 시켜오면서 차 으로 체계화되었다. 이 모형은 크

게 세 역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들의 테크

놀로지 지식(혹은 기술지식)과 교수지식 그리고 내용지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요 구성요소간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 테크놀로지 교수지식, 내용교수지

식, 테크놀로지 내용지식으로 명명되어있고 세 가지 구성

요인의 공통부분이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이

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인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

라 상호간에 한 련성을 가지며 총체 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11][14][16].

그림1.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모형
(Koehler & Mishra, 2009에서 인용)

TPACK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용지식(CK)은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내용에 한 

교사의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 개념, 차, 이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지식을 설명하거나 지식에의 근

방법까지 포함한다[20]. 지식이란 것은 각 교과마다 다르

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를 가르치기 해서는 높은 수

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16].

교수지식 혹은 교육  지식(PK)은 교수학습에 한 과

정과 방법에 한 교사의 지식이다. 이는 교육의 목 과 

가치  목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이 일어

나는 과정과 평가방법, 학 경 , 교수 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나 기술에 한 

이해라고 표 할 수도 있다[15]. 이에 해 교사는 학생들

이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과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한 수  높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테크놀로지 지식 혹은 기술지식(TK)은 연필과 종이 

같은 기 인 테크놀로지부터 인터넷이나 소 트웨어에 

이르는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

한다[18]. 이는 의 내용지식 혹은 교수지식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개념  정의를 지니는데, 간단히 표 하면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작업하거나 사고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테크놀로지에 한 기술 ·기능  지식

에 가깝게 보일 수 있지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과제

를 성취해 나가는 지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 인 것

이 아닌 지속 으로 발 해 나가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

다[15].

교과내용을 가르치고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하

기 해서는 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지식에 해 역동

이고 상호 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3][8]. 이들 세 가지 

지식 역의 교집합인 테크놀로지 내용지식(TCK), 테크놀

로지 교수지식(TPK), 내용교수지식(PCK)과 이들의 통합

역인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에 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1.1 테크놀로지 내용지식(TCK)

테크놀로지 내용지식은 교수내용 달을 해서 테크

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실제 테크놀로지의 발 은 내용지식에 많은 향을 끼치

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등장은 학문을 좀 더 다양하고 복

잡하게 발 시켜 왔으며 교수학습활동의 변화에도 많은 

향을 끼치고 있다.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

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교수학습활동의 다

양성이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와 

내용지식은 상호 연 성이 깊고, 교사들은 내용 인 지식

뿐만 아니라 내용을 달하기 해서 테크놀로지에 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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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테크놀로지 교수지식(TPK)

테크놀로지 교수지식은 테크놀로지의 향으로 인한 

교수학습모습의 변화에 한 이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5]. 다시 말해 교수 설계와 교수 략이 다양한 테크놀로

지 도구와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러한 테크놀로지 교수지식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많은 

테크놀로지 혹은 로그램들이 교수용으로 제작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교수용으로 활용하기 해서 필요

한 지식이다[15]. 컨 , 블로그(Blog)나 키(Wiki) 등을 

교육에 활용하려면 교사가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장단

을 악하여 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2.1.3 내용교수지식(PCK)

내용교수지식은 교수내용을 하게 가르치기 해서 

교수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과 련된 지식이다[18]. 

Shulman(1986)이 언 한 교육에 한 지식과 맥락을 같

이하고 있다. 그는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체득하고 이를 

달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교육활동에 용하는 행

인 교수과정과 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

미에서 내용교수지식은 교수내용을 더 잘 가르치기 해

서 내용 지식과 교사의 교수지식이 융합되는 역이라고 

할 수 있다[18].

2.1.4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은 내용지식, 교수지

식, 테크놀로지 지식 세 가지 역을 아우르는 핵심요인

으로 구성되어있다. TPACK은 이 세 가지 사이의 상호작

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어느 한쪽의 지식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총체 인 것이며[14][16], 테크놀로지에 한 개

념을 이해하고 내용을 달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을 돕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따라서 TPACK은 테크놀로지

를 통한 교수학습활동의 심이 되는 요소로써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총

합체라고 할 수 있다. Mishra와 Koehler(2006)는 모든 교

사나 과목 혹은 교수법에 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용방법은 없다는 을 역설하면서 좋은 교육(good 

teaching)을 해서는 내용지식, 교수지식, 테크놀로지 지

식을 융합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기존에 

이루어지던 테크놀로지 활용교육에 한 워크 이나 연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TPACK의 개발  발 을 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2 TPACK의 발   용

TPACK은 Shulman(1986)이 제시한 PCK에 테크놀로

지를 목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Shulman의 

PCK 모형의 특징은 교수자가 필요한 주요 지식으로 교

수지식과 내용지식을 언 하면서 이들이 개별 으로 나

뉘는 게 아니라 상호 으로 작용하여 혼합된 지식 역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다[7].

Shulman(1986)이 처음으로 PCK개념을 소개한 이래로 

교수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는 교사들이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획득하고 이

를 자신의 교수활동에 용하는지에 한 내용지식과 교

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교수지식을 정의하 다. 내

용교수지식은 7가지의 기본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는 교과내용, 교수법, 교육과정에 한 지식, 학습자 련 

지식, 교육상황에 한 지식과 교육의 역사 ·철학  목

에 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 다[5].

테크놀로지가 발 함에 따라 교사들은 다양한 테크놀

로지를 교육에 용하고자 자의  혹은 타의 으로 노력

해왔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컨 , 이메일을 교육 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멀티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역에서의 지식을 요구

한다[15]. 이뿐만 아니라 사회나 학교의 환경  교사개인

의 교육 인 신념도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10]. 요약하면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교육에의 

필요성은 테크놀로지가 교육상황에서 효과 으로 활용되

기를 요구하 고 이를 통합하여 표 해  이론 ·실천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Koehler와 Mishra(2009)는 

테크놀로지의 효과 인 활용에 해 하나의 해결책이라

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교육, 테크놀로지라

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등장시켜 TPACK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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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계

남 여

학년

1 4 3 7(4.9%)

2 22 34 56(39.4%)

3 20 37 57(40.1%

4 8 14 22(15.5%)

계 54(38%) 88(62%) 142

한편, 2005년에 Koeler와 Mishra[14]에 의해서 처음으

로 TPACK 설문지가 개발된 이후로 지속 으로 설문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설문을 개발하기 해

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이다. 질 인 연구도 진행되

고 있으나 질  연구는 보편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양

연구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18]. TPACK 설문지의 경

우는 처음에는 등 비교사용으로 개발되어서 수학, 사

회, 과학, 어, 문해(literacy) 역에 걸친 발달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후 TPACK의 활용이 보편화되

면서 직교사들을 한 설문지와 등교사들을 한 설

문지  개별 교과교사들을 한 설문지들이 차 으로 

확 , 개발되었다. 이는 TPACK이 처음 개발되고 보 된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극 으로 도입하여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교육에 

해 좀 더 체계 으로 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최근에 와서 특정교과에 련하여 

TPACK을 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학과 교육

에서 테크놀로지 통합교육을 하기 한 방편으로 

TPACK 모형을 활용하거나[3][5], 사회과 교사들이 유의

미한 사회과 학습을 해서 테크놀로지 통합 역량을 기

를 필요가 있다는 연구[2]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에서도 TPACK에 련된 연구가 교과교육을 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 으로 TPACK 설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의 비교사를 상으로 진행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차  상

본 연구는 단일표본 사 -사후검사를 통해서 비교사

들이 한 학기동안의 테크놀로지 활용 련 교과목의 수

강 통해서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을 향상시키

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실시한 교과목은 테

크놀로지를 실제 수업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해 강의하는 과목(‘교육방법 

 교육공학’)으로 16주차의 수업  시험기간을 제외한 

반기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이론 

등 교수학습 이론과 교수체제설계에 해서 강의하고, 후

반기에는 멀티미디어 교육과 ICT활용교육 등과 련하여 

실제 테크놀로지를 수업 장에 용하는 방법에 한 다

양한 사례(best practice)  동 상의 제시와 함께 테크

놀로지 활용학습 시연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테크

놀로지 활용학습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 다. 이러

한 내용구성을 통해 TPACK 모형을 용하여 비교사

들의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해 서울 소재 K  S 학에서 테크놀로

지 활용 교과목이 개설된 5개의 교실에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설문조사는 체 16주의 강의  2주차에 1차 

설문을 실시하 으며 강의의 마지막 주인 15주차에 2차 

설문을 실시하 다. 

총 181명의 등록된 학생  해당 설문시간에 결석을 

하거나 도에 수강을 철회한 학생을 제외한 142명이 1

차  2차 설문을 완성하 다. K 에서 개설된 3개 교실

에서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수는 각각 40명, 38명, 35명이

며, S 에서 응답한 수강자수는 각 38명과 20명으로 나타

났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1학년과 4학년은 비교  

으며 2·3학년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설문응답자의 개인  배경

3.2. 설문지

TPACK와 련된 설문지는 Archambault와 Crripen의 

연구[8]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응

용되어서 활용  공유되고 있다. 이는 TPACK 모형 개

발자인 Koehler가 TPACK의 학문  발 을 해서 설문

문항을 공개하고 학문 인 소통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설문 문항은 공개 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타국어로 번역

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 설문내용의 변경이나 학문 인 성과가 있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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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나는 다양한 종류의 테크놀로지에 해서 알고 있

다.

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

지고 있다.

나는 요한 테크놀로지가 새로 나올 때마다 꾸

히 습득한다.

나는 기술 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테크놀로지를 비교  쉽게 학습할 수 있다.

구분 설문내용

나는 종종 테크놀로지를 다루면서 시간을 보낸다.

CK

나는 내가 공하는 교과목에 합한 사고방식

( , 수학 ·문학 ·역사  사고방식)을 할 수 있

다. 

나는 나의 공과목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한 다

양한 방법과 략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공과목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PK

나는 교실상황에서 다양한 교수방법( 동학습, 직

교수, 탐구학습, 문제/ 로젝트 심학습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나의 교수법을 용해

서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일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과 헷갈려하

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재 무엇을 이해하는지 혹은 이해하

지 못하는지에 따라 다른 교수법을 용할 수 있다.

나는 학 을 조직하고 리하는 방법을 안다.

PCK

나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해 생각하

고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데 효과 인 교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TCK
나는 공과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테

크놀로지에 해 알고 있다.

TPK

나는 내가 배운 테크놀로지를 다양한 교수활동에 

맞게 용할 수 있다.

나는 교직이수과정을 통해 내가 교실에서 사용하

는 테크놀로지가 교수방법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심도 있게 고민한다. 

나는 교수법을 향상시키기 해서 개별 수업에 

합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해서 개별수

업에 합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교수내용을 향상시키기 해서 개별 수업에 

합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교수 내용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내

용을 향상시키기 해 수업에서 사용할 테크놀로

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교직과정에서 배운 교과내용, 테크놀로지, 그

리고 교수방법을 결합한 교수 략을 사용할 수 있

다.

나는 교내외 동료교사가 교과내용, 테크놀로지, 그

리고 교수방법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

다.

TPACK 설문지 개발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http://mkoehler.educ.msu.edu/tpack/tpack-surveys/).

공개된 설문지는 등 비교사들을 한 것으로 개발

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상자들이 등 비교사인 을 

고려하여 각 교과목 역을 제거하고 난 후 실시하 다. 

기존의 설문지가 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

항에 한 번역과 교정 작업을 거친 후, 5인의 교육공학 

문가에게 모든 문항에 한 검토를 거쳤다. 5인의 교육

공학자  2인은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이고 1인은 직

교사로 재직 이어서 교사들의 견해가 반 될 수 있도

록 하 다. 문항이 제 로 번역이 되고 한국의 비교사

들에게 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해서 비교사 30여

명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시행하 다. 특히 사  조사

의 특성을 살리기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표

상의 문제 을 지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에서 연

구 상자들이 설문문항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

펴보았다. 실제 사 조사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

문문항들이 더욱 정확하고 효과 으로 의미 달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설문지는 테크놀로지 지식(TK), 교수지식(PK), 내용지

식(CK)에 걸친 세 가지 주요요인과 그들의 교집합에 해

당하는 역에서 추출된 총 7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별로는 테크놀로지 지식(TK)이 6문항, 내용지식(CK) 

3문항, 교수지식(PK) 7문항, 내용교수지식(PCK)과 테크

놀로지 내용지식(TCK)이 각 1문항, 테크놀로지 교수지식

(TPK) 9문항, 그리고 이들 역을 아우르는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이 1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의 신뢰도 검사는 .925로 나타나 신뢰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으로 완성한 

TPACK 설문문항의 내용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TPACK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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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내용

나는 수업에서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지에 

해 고민한다.

TPA

CK

나는 나의 공과목과 테크놀로지  교수방법을 

히 결합하여 가르칠 수 있다. 

사 사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K 17.50 4.411 19.61 4.271

CK 9.74 2.339 10.59 2.084

PK 21.43 3.925 20.61 3.426

PCK 3.23 .840 3.25 .838

TCK 3.05 .913 3.52 .762

TPK 27.70 5.760 30.66 5.125

TPACK 3.01 .910 3.51 .869

체 85.74 14.37 91.84 13.31

 4.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최종 으로 5개 교실에서 142명의 

설문응답을 SPSS 18.0을 사용하여 처리하 고, 유의수  

.05를 기 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설문지에 나타난 TPACK의 각 역별 평균과 표

편차를 사 검사와 사후검사로 나 어 분석하 다. 평

균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 검사에 비해서 사후검사에

서 학생들의 지식이 평균 으로 향상되었으나 교수지식

(PK)은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TPACK의 기 통계량 분석

한 학기동안의 테크놀로지와 교육 련 수업이 비교

사들의 TPACK 능력 신장에 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해 응표본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의 결과는 

비교사들의 교수지식(PK)과 내용교수지식(PCK)을 제외

한 다른 모든 TPACK의 하 역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내용교수지식(PCK)의 경우는 향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교수지식의 

경우는 본 조사에서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응표본 T검정결과

평균 t 자유도 유의수

TK -2.113 -6.836 141 .000

CK -.852 -4.701 141 .000

PK .816 2.790 140 .006

PCK -.021 -.227 140 .821

TCK -.468 -5.281 140 .000

TPK -2.964 -6.575 139 .000

TPACK -.500 -5.463 139 .000

체 -6.10714 -6.042 139 .000

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선

구 으로 한국의 교육상황에 용시켜 보고자 하 다. 이

를 통해 한국에서도 TPACK 련 연구나 설문지가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 다. 

우선 TPACK과 련된 연구와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

으로써 이 모형이 실제 으로 왜 요한지에 해서 

알아보았다. TPACK 모형의 목 에 해서 간단히 정리

하면, 교사들이 특정 교과내용을 가르치기 해서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여 교수 략과 내용 달 방법을 가공할 수 

있고, 테크놀로지가 학생들의 교과내용에 한 이해를 

정 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11]. 기존의 ICT 통합교

육 모형이 주로 교사의 활용수 이나 심리척도를 주로 

한데 반해[9] TPACK 모형의 가장 큰 장 은 테크놀로지

의 활용이 교수지식  내용지식과 상호융합 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을 고려한다는 것이다[8][15]. 이러한 

TPACK 모형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도 합하게 용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5개 교실의 비교사들로부터 학

기 와 학기말에 TPACK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TPACK 모형의 세 가지 주요요인인 테크놀로지 

지식, 내용지식, 교수지식  테크놀로지 지식과 련된 

모든 역에서 비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테크놀로지 활용교육과 련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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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이

러한 결과는 당연시 될 수 있지만 비교사들에게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제 로 달했는지를 확인

하기 한 TPACK 모형을 용하고 탐색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TPACK는 테

크놀로지 활용 교육의 질  수 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비교사들은 내용지식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가 실제 학기 에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조

사 상인 학생들은 공  교양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

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내용 혹은 공지식의 향상을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상이 된 테크

놀로지 활용 교과목의 경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교육에 

목시켜서 사용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는 과목이다. 이러

한 과목의 목 상 테크놀로지의 교육  활용에 한 

반 인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PACK 설문지에서

도 테크놀로지 지식의 향상을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테크놀로지 지식이 향을 미

치는 수 에서 교수지식과 내용지식의 향상을 기 해 볼 

수 있다. 즉 테크놀로지 지식과 내용 혹은 교수지식간의 

교집합 역에서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TPACK 설문의 

용은 성공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교사라는 을 

감안할 때 설문을 실시한 테크놀로지 활용과목과 동시에 

다른 여러 공과목에 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술  내용지식의 향상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비교사들은 교수지식은 신장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수지식은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교

수학습에 한 과정과 방법에 한 교사의 지식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나 기술

과 연 되어 있으므로 비교사들에게 있어서 이를 정확

히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

한 테크놀로지 활용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공 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로 2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 으므로 자신의 교수 지식을 직

으로 실천해볼 기회가 었으므로 교수지식을 발달시킬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 

한 학기동안 다양한 교수법과 테크놀로지 활용방법을 배

우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이라

는 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한편 테크놀로지 활용교육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교사들은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등장한 이래로 교

수-학습활동이 변했다고 인식하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교수학습활동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ICT를 사용하고 있는 

수 에 머물러 있으며,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은 단

순히 통 인 교수법 혹은 약간 변형된 교수법을 사용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교사들의 교육에 한 

신념이나 교수방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테크놀로지가 

용될 때 교사들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서 더욱 극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10], 교사의 테크놀로지와 교수지식 

 내용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TPACK 모형이 많은 연구

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와 련된 많은 연구

의 진행에 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TPACK 모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CBAM[13]이

나 TLC[17] 등의 모형에 비해서 진일보한 모형임에는 틀

림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TPACK 련 연구를 우리나라에도 용해 보고자 시도

하 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 으로 TPACK 

모형은 테크놀로지의 등장이후 학에서의 비교사교육

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활용지식과 교수지식, 그리고 공

역에 해당하는 내용지식이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되어 

교육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좀 더 발 으로 변

화시켜 나가기 한 방편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테크

놀로지 지식과 이를 목해서 각 교과 역별로 활용하는 

내용지식, 그리고 참된 교육(good teaching)의 근간이 되

는 교수지식 혹은 교육  지식은 유기 으로 결합하고 

발 될 때 보다 유능한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과 교양  교직과목이 상호 연계가 되어서 비

교사들이 통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TPACK의 용과 미래에 한 시

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TPACK에 한 설문지는 계

획단계에서부터 등 비교사용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므

로 등 비교사에 용하기 해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

로 하여 좀 더 다양한 근이 요구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교과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해서 교과내용에 련된 

지식과 테크놀로지 련지식 사이의 연 성을 좀 더 주

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비교사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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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K을 세 하게 개발하여 교수행 에 한 직 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용될 수 있는 문항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등 비교사들은 4

학년이 되어서야 1개월 정도의 실습을 통해서 실제 자신

이 아는 내용지식과 테크놀로지 지식  교수지식을 

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본

인들의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비교사들의 TPACK이 부분 학에서 이루

어지므로 비교사들을 한 강의는 보다 효과 으로 설

계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3]. 이를 해서는 보다 거시

인 안목에서 학교육과정과 교직이수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교과목 수 에서도 상호 지원 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8]. TPACK 설문이 

이러한 활동을 조율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수 있다. 

컨 , 한 과정이나 한 학기 간의 변화를 측정하기 보다

는 장기간에 걸친 TPACK 모형의 용  조사를 통해

서 비교사 양성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TPACK의 연구는 교사교육이나 교사연

수  교사들의 ICT활용교육 등의 역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

해서 분석을 진행하 기 때문에 인식을 측정하는 수 에 

머물 지만, 실제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객 인 데이터

를 수집하고 TPACK 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사 혹은 교육 로그램을 진단하고 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등[15][16]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넷째,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수업을 실시하는 주체

는 교사이고[10], 테크놀로지가 학습의 주체가 아닌 도구

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을 상기해 볼 때[12], TPACK 

모형을 통해 비교사  직교사들이 교육  연수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비교사의 숫자는 142

명으로 분석을 해서 은 숫자는 아니지만 요인분석 

등 다양한 통계방법을 용하기에는 부족하여 추후 연구

에서는 확인  요인분석 등을 통해서 TPACK 설문지가 

내포하고 있는 요인을 좀 더 치 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본 연구는 서울에 치한 2개 학의 

등 비교사들을 상으로 실시하 기 때문에 등 비교

사나 체 비교사 혹은 특정 교과목만을 상으로 용

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비교사교육의 방향성, 질 제고 

측면에서 좋은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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