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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의 발 에 따라 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 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교육

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목 으로 활용하 다. 하지만, 

교사들의 테크놀로지에 한 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을 하여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

식(TPACK)이 도입되었고, 교사의 TPACK 향상을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테크놀로지가 

가진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구로써 로그래 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선행 연

구에서는 로그래 을 기반으로 TPACK 교육 로그램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원과 이 (2017)에서 개발한 TPACK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색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교사에게 합한 40차시의 TPACK-P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고, 연구를 하여 모집한 17명

의 교사를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용하 다. 한, 교사의 TPACK 변화를 찰하기 하여 박기철과 

강성주(2014)의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를 교육 로그램 투입 , 후에 실시하 다. 용 결과, 

TPACK-P 교육 로그램을 통하여 교사의 TPACK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세부 역에서

는 Pedagogical Knowledge(PK), Technological Knowledge(TK), Technological Content Knowledge(TCK), 

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TPK),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TPACK)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Content Knowledge(CK)와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TPACK-P 

교육 로그램이 모든 역은 아니지만, 테크놀로지와 련된 지식과 교사의 TPACK 발달에 효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TPACK-P 교육 로그램을 통한 교사의 TPACK 변화를 검사 도구를 통

하여 측정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TPACK-P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수업 문성의 변화와 학교 

장에서 수업의 변화, 이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

장에 따라 삶의 형태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형태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 다 [1]. 이러한 변화를 4차 산업

명이라고 말하 으며,  세계 으로 4차 산업 명에 

비하기 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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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테크놀로지에 한 심이 격하게 증가하 다

[2]. 

테크놀로지는 기존의 학문과 산업을 발달을 진하

으며,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다른 역과 테크놀로지

와의 융합을 진하여 새로운 학문과 산업이 등장에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3,4,5]. 이에 따라 테크놀로

지에 한 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에

서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 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6,7]. 

교육에서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한 노

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9]. 교육 역에서는 

학습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



2017 21 2

을 진하기 한 목 으로 활용되었다 [10].

하지만, 교사가 가진 테크놀로지에 한 지식의 부

족으로 인하여, 학교 장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여 효과 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 에 머물러 있다 [11].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처음 교육에 도입한 목 과는 다르게 테

크놀로지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써 교육학  내용 지식(PCK)뿐만 아니라 테

크놀로지 지식(TK)이 두되었다. 한, 교사, 학생, 

교육과정, 교실 환경과 같은 교육  맥락을 고려하여,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하여 교

사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으로써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TPACK)이 강조되었다 [13]. Mishra & 

Koehler(2006)의 연구를 시작으로 비 교사와 교사의 

TPACK 향상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4,15]. 

하지만, TPACK 연구에서 활용되는 테크놀로지는 

특정 목 을 가지도록 개발되었으므로 기능 인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가진 기능에 

맞는 수업을 설계해야 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은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용하는데 어려움을 유

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정원과 이은경, 이

(2015)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구로 로그래 을 제

안하 다. 로그래 은 기존의 테크놀로지 도구와 다

르게 개발자의 목 에 맞는 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16]. 따라서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

가 갖춘다면, 교사는 교육 내용, 교육 환경, 학생의 수

, 교사의 역량 등 다양한 교육  요인을 고려한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로그램은 교육  

요인을 고려하 으므로 학생들의 효과 인 학습을 

진할 수 있는 목 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

[17].

테크놀로지의 범 를 로그래 까지 확장하고, 

로그래 을 기반으로 한 TPACK을 향상시키기 하여 

김성원과 이 (2016)은 Design Based 

Learning(DBL)을 활용한 TPACK-P 교육 모델을 개

발하 다[18]. 한, 김성원과 이 (2016)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TPACK-P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17,19]. 이러한 교육 모델과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로그램을 교사에게 실시

하 다. 한, 교육 로그램 , 후로 TPACK을 측정

하는 검사 도구를 투입하여 교육 로그램을 통한 

TPACK 변화를 분석하 다. 

2.1 Research procedure

TPACK-P 교육 로그램이 교사의 TPACK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차로 연구

를 진행하 다. 먼 ,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로

그램을 보완하여 교사를 한 TPACK-P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 으며, 교사의 TPACK 변화를 측정하기 

한 검사 도구를 선정하 다. 그 다음으로 연구에 참

여할 교사를 모집하 고, 모집된 연구 상에게 사  

검사를 실시하 다. 사  검사를 실시한 후, 

TPACK-P 교육 로그램과 사  검사와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후 검사로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사 , 사

후 검사 도구를 분석하여 교사의 TPACK 변화를 분석

하 다. 

2.2 Test tool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TPACK 변화를 찰하기 

하여 박기철과 강성주(2014)의 연구에서 개발한 

TPACK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 [20]. 본 검사 도구는 

Mishra와 Koelher(2006)의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

를 문화  배경에 따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문가 검증  비 검사를 실시한 검사 도구이다[14]. 

문항은 총 36문항이며, 리커트 5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2.3 Research subject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총 17명으로써, , , 고

등학교 교사가 고르게 분포하 다. 하지만, 교사의 

공은 모두 과학 교육이었으며, 교직 경력도 3년부터 

26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 다. 연구 상은 연구에 

한 안내를 받았으며, 검사에 참여를 원하는 교사를 

상으로만 진행되었다. 

2.4 Treatment

본 연구에서는 김성원과 이 (2017)에서 개발한 

TPACK-P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TPACK-P 

교육 로그램을 교사에게 실시하 다[18,19]. 투입은 

2017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 동안 총 10회 진행되었

다. 교육 로그램은 회당 4시간씩 이루어졌으며, 기존

의 로그램에서 컴퓨  사고력과 교육과정 분석을 제

외한 교육 로그램을 투입하 다. 

2.5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조군 없이 실험군을 상으로 

TPACK-P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실험군에 속한 

교사의 TPACK 변화를 찰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교사의 사 , 사후 검사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응 표본 t-검정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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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K-P 교육 로그램을 통한 교사의 TPACK 

변화를 살펴보면, 사  검사(M= 3.971, SD= 0.888)에 

비해 사후 검사(M= 4.578, SD= .521)에서 TPACK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 3.263, p= .005. 

세부 역을 살펴보면, PK(t= 3.192, p= .006)와 

TK(t= 2.939, p= .010), TCK(t= 2.766, p= .014), 

TPK(t= 3.321, p= .004), TPACK(t= 3.321, p= .004)에

서도 사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CK(t= 1.376, p= 

.188)와 PCK(t= 1.255, p= .227)에서는 사  검사와 사

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TPACK-P 교육 로그램은 스

크래치라는 블록 기반 로그래  언어를 활용하여 실

제 수업을 설계하고, Micro-teaching과 비평을 통하여 

수업 문성과 TPACK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따라서 CK와 PCK를 발달시키기 한 내용은 

다른 역에 게 포함되어 있다. 한, 사  검사에서 

교사의 CK와 PCK의 값은 다른 역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PACK-P 교육 로그램을 받

은 후 교사의 CK와 PCK는 향상되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ACK-P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TPACK-P 교

육 로그램을 교사에게 투입하 으며, 사 -사후 검

사에서 TPACK 변화를 찰하 다. 그 결과, 

TPACK-P 교육 로그램을 받은 교사는 사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TPACK이 향상되었다. 세부 역

에서는 테크놀로지와 교육학 련 지식은 모두 향상되

었지만, 내용학  지식과 련된 일부 역은 향상되

지 않았다. 따라서 TPACK-P 교육 로그램은 모든 

역은 아니지만, 교사의 TPACK 향상에 효과 이라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통하여 교사의 TPACK 향상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검

사 도구는 교사의 TPACK 향상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학교 장에서 교사의 변화를 

찰할 수 없다. TPACK-P 교육 로그램의 궁극 인 

목표는 TPACK 향상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문성 향

상과 테크놀로지의 효율 인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의 향상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TPACK-P 교육 

로그램은 받은 교사의 TPACK 변화뿐만 아니라 실

제 수업에서 변화를 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TPACK-P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수업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TPACK-P 교육 로그

램의 효과를 교사, 학생에게 모두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교사들은 사 -사후 검사에서 일부 역이 향

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PACK은 복합 인 지

식으로써, TK, CK, PK, TCK, TPK, PCK의 발달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TPACK 발달이 이루어진다. 교사

의 TPACK 발달을 해서는 모든 역의 발달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 로그램을 보완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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