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9. 7)

209

● 요   약 ●  

정보 교과가 아닌 타 교과에서 교육 도구로써 프로그래밍의 교육적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수업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성원과 이영준(2017)은 TPACK 이론을 도입하여, 테크

놀로지 도구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하고, 예비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업에 도입하였지만, 예비 교사는 여러 가

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

하여 예비 교사에게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그래밍 기반 수업 설계를 하는 과

정에서 예비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교사는 예비 교사는 프로그래밍 학습, 프로

그램의 설계 및 구현, 교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계로 프로그래밍 기반 수업 설

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진행

하고, 개선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교사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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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TPACK), 예비 교사(pre-service teacher), 수업 전문성(teaching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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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소프트

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래밍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교육에서는 정보 교과에서만 활용되던 프로그래밍이 과학이나 타 

교과에서 관심과 활용이 증가하였다[1]. 이에 따라 교육 도구로써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김성원과 이영준(2017)은 

예비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2]. 

통제된 실험실과 다르게 교육 현장은 학생, 교사, 학교 환경 등 

다양한 교육적 맥락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적 요인을 

고려한 수업 설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환경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다시 재설계 및 적용, 개선을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교사에게 적용하고, 프로그래밍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겪는 예비 교사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II. Preliminaries

김성원과 이영준(2017)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TPACK 연구

를 분석하여, 예비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2]. 김성원과 이영준(2018)은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4], Kim and Lee(2018)에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예비 교사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Kim and Lee(2018)의 교육 프로그램

을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프로그래밍 기반 수업 설계 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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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

예비 교사는 프로그래밍 기반 수업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예비 교사의 

경우에 프로그래밍을 낯선 교육 도구로 인식하고, 프로그래밍 학습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로 예비 교사는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르게 예비 교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블록의 기능을 모르거나 어떤 블록을 사용할 

것인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수업 성찰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교과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예비 교사는 수학이나 과학, 기술 교과에서 현상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인문사회나 사회

과학 관련 교과에서는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계로 어려움을 느끼

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크래치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하였는

데, 스크래치 내에서 입력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한 값 입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비 교사는 실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단순히 값을 

입력하여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온도나 특정 

수치를 센서를 통해 입력하고,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

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스크래치 상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며, 

추가로 피지컬 컴퓨팅 기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을 정교화하

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교사에게 

적용하고, 예비 교사가 프로그래밍 기반 수업 설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교사는 프로그래밍 학습,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교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계로 프로그래밍 기반 수업 설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개선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교사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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