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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교원이 학교 장에서 디지털도구 활용 수 을 높이기 한 디지털역량과 교수지식을 결합한 연수구조에 

한 것이다. 기존 국내의 교원연수는 학교 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역량

내용교수지식(TPACK)의 하  구조인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에 집 하여 교원연수체제를 제안하 다. TPK의 

핵심 인 내용은 해당교수학습에 합한 디지털도구의 선정과 디지털도구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수업목표설정, 수업내용 개, 평가 등의 3단계로 모듈화하여 제시하

다. 한 본 연구의 연수체제는 TPK 요소에 하여 연수생이 직  구성하는 문제해결방법으로 연수를 운 하는 형태로 

제시하 다. 그리고 TPK 선정 략과 연수 임에 해 장교사 상 질  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뷰 참여교사들은 

TPK 략과 연수구조에 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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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in-service training structure combined digital competence and pedagogical knowledge in or-

der to improve digital tools skill of a teacher in the school. Meanwhile domestic teacher training has been re-

vealed low-level of applying into a teaching in the k12 school. Thus this study proposed teacher training system 

with focus on TPK sub-categories of TPACK. The core contents of TPK is to select appropriate digital tool for 

its teaching & learning. Additionally it is to select elements of teaching & learning associated with an attribute of 

digital tool. And this study presented modularize of 3 step such as teaching objective, teaching contents, 

assessment. Also we proposed that this training system should be operated with problem solving method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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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ee itself compose TPK elements. And we committed quality investigation about picking up Strategies of TPK 

elements and the teacher training frame. The Participants concluded having a validity about TPK strategies, 

teacher training framework.

Keywords : Teacher Training, Digital Competence, TPK, TPACK

1. 서론

최근 국내외 등 교육에서 코딩교육, 피지컬컴퓨

, 컴퓨 사고력을 도입하여 학교교육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입은 정보과 교육의 한 분야에 한 

강화를 목 으로 하는 도 있지만 교육의 반 인 변

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학교 장에 효과 으로 반

하기 해서 교사연수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교사연수 로그램은 로그래  

역량, 피지컬 컴퓨  제어에 집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은 등 학교교육에서 컴퓨 사고 활동의 범 를 

축소하고 체 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그리고 응용소 트웨어 교원연수과정도 교사의 직무와 

연계하지 못한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수과정 운

에서 일부 제가 교원의 직무와 연 되어 진행될 수는 있

지만 상호보완 이지 못하며 교원의 업무와 지속 으로 연

되는 것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Punya 

Mishra(2006)에 따르면 이와 같이 디지털 도구 독립 인 

연수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 다[8].

즉 교원이 정보화연수, 컴퓨  연수를 통해 교실수업

을 개선해 나가기 해서는 기술 인 역에 해서 독

자 으로 연수를 구성해 나가기보다는 교육학이나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연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교육여건 형편에서 Mishra가 제시한 

TPACK 구조에서 정보화연수를 운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으로 단된다. 그것은 정보화연수가 교과연수와 통합되어 

운 하는 것이 국내의 교육여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Sini Kontkanen.(2014)의 연구에서도 

TPACK 구조 연수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교과내용지식을 

제외하고 교수지식과 디지털역량을 연계한 교원 연수 사례를 

제시하 다[10]. 한 Kathryn(2014)은 TPK방식 비교사

의 디지털역량 함양 연수에서 우수한 결과를 제시하 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연수가 교과내용과의 연계

는 생략하고 일반 인 교수지식(PK)과 연계하는 략에 

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문제해결형 연수가 컴퓨 사고활동을 통한 연수

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단하고 컴퓨 연수가 통합

이며 문제해결형으로 구성되어 운 하는 방향에 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디지털 역량 개념과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 구

성 전략

한유경(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직무분야는 법

률 으로는 교과학습지도, 학생지도, 문성 신장, 학교

경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학습지도에는 학

교단 교육과정 편성  운  평가 등 세분화할 수 있

다. 이 에서 본 연구는 교과학습지도와 연계된 교원 활

동의 효율성을 진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에 을 

맞추고자 한다[12].

2.1 디지털역량 개념과 사례

2.1.1 컴퓨팅사고력이 내재된 디지털 역량의 개념

일반 으로 역량이란 무엇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술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디지털역량

(Digital Competence)”이란 용어는 2000년도 유럽연합에

서 정보사회 필수 8가지 역량을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되

었다. 디지털이란 용어에서 의미하듯이 응용소 트웨어,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다[12].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디지털역량의 개념에 

태도 요소까지 포함시키면서 교사교육에 요한 개념으



문제해결 기반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전략   25

로 제시하고 있다. Jorgen From(2017)은 그 연구에서 

교육학 디지털역량(Pedagogical Digital Competence)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사의 역량을 강조하 다. 한

편 국내에서는 정보소양, ICT 소양 등으로 불렸다[3]. 

그런데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은 술하고 있듯이 모

종의 문제 상황에서 이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도구의 기능을 습득하는 개념보

다 복합 이다. 즉 문제해결을 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는 개념이 디지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컴퓨 사고력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개념에는 컴

퓨 사고 활동이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1.2 교원 디지털 역량 요소 사례

세계 주요 기 에서는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제시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에 련이 있는 요소

를 선정하여 다음 <Table 1>에 제시하 다.

Organization Elements of Digital Competence

EU(ITENF)

Information Literacy, Problem Solving, Safety, 

Digital Contents Creation, Communication& 

Collaboration

UNESCO

Understanding ICT in Education, Curriculum 

and Assessment, Pedagogy, IC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ISTE

Collaborator - collaboration with both 

colleagues and students to improve practice, 

discover and share resources and ideas

Designer - design authentic, 

learner-driven activities and environments 

Facilitator – Facilitating learning with 

technology to support student achievement

<Table 1> Digital Competence Elements of Major Institute

첫째 2017년 새롭게 재정한 유럽 연합의 디지털역량

에는 로그래 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이 포함되

어 있다[12]. 

한 유럽연합의 정보소양은 자료검색  수합에 

을 두고 있으며 실제 실의 문제는 문제해결 역에 있다.

둘째 유네스코의 교원에 한 디지털역량은 IT가 교

육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반 인 방향성에 

한 항목이 삽입되어 있다. 한 교육학 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디지털 기능에 향을 받아 방향과 차가 

변화한 교육학 역을 의미한다[15].

셋째 ISTE(2017)는 설계자, 력자, 진자의 역할을 

교육에 IT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역량으로 제시

하 다. ISTE는 별도로 디지털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는 않고 있다[13].

주요 기 의 교원에 한 디지털 역량에서 특히 유네

스코의 은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의 개념과 

한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2.2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 구성 전략

“TK(테크놀로지지식)”은 TPACK의 구성요소 의 하

나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지식(Knowledge)란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능력(Ability), 기술(Skill)의 의

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최근에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보

다는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테크놀로지지식은 디지털역량으로 표기하

고자 한다. 한 TPACK의 국문 표 으로 디지털역량

내용교수지식으로 표 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의 TPACK에 한 구체 인 분석은 디

지털역량 심 즉 TCK, TPK를 으로 구성 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은 TPACK의 반 인 

요소를 분석하고 TCK, TPK 구성 략과 차이 을 제

시하 다.

2.2.1 디지털역량 내용교수지식(TPACK )구성 요소

TPACK의 기 모형은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PCK) 이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

술의 발 으로 교육학 반에 향을 미치게 으며 

Mishra가 “테크놀로지(T)”를 삽입한 용어를 사용하 으

며 TPACK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제시하 다. 그는 

TPACK방식으로 교원연수가 이루어져야 디지털역량도 

향상되며 교과교육도 효과 이라고 단하 다.

디지털역량기반 내용교수지식(TPACK)은 교수법, 교

과내용 그리고 디지털 역량 3가지 요소가 결합된 내용

이다. 이를 (Fig. 1)과 같이 제시하 다[8].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요소가 겹치는 역에 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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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역량 심으로 구체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리고 내용교수지식(PCK)의 역은 일반 인 교육학과 

교과내용 역이 첩되는 부분이다. 

 

2.2.2 TCK, TPK 그리고 TPACK 구성 전략

첫째 TCK 구성 략은 1번 역에 해당한다. 이 

역은 디지털 도구의 기능으로 인하여 변형된 수업내용

이나 교과 수업내용으로 인하여 필요한 디지털 도구의 

범 를 의미한다.

(Fig. 1) TPACK Model by Punya Mishra

를 들어 컴퓨터 시뮬 이션은 수학이나 물리 교과 

역에서 컴퓨터시뮬 이션의 발 으로 교과에서 시뮬

이션이 좀 더 주요한 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6]. 

한 디지털 역량 역도 수학, 물리 역 내용을 다루

기에 합한 시뮬 이션 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어 있

다. 이와 같이 교과내용(CK)과 디지털역량(TK)의 상호

보완 인 구체 인 TCK 선정 략에 해 <Table 2>

에서 제시하 다.

Subject 

Contents 

Viewpoint

(CK)

- Selection contents required change in 

objective, contents of subject and 

instruction process by digital tool, internet

- Selection subject contents capable use 

efficiently digital tool function

Digital 

Competence 

Viewpoint

- Setting function range and digital tool 

choice associated with characteristic of 

subject contents

<Table 2> Selection Strategies TCK Elements

둘째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은 2번 역으로서 디

지털역량과 교수지식이 상호보완 으로 향을 주어 내

용을 설정하는 역이다.

즉 교수지식은 일반 인 교수학습 방법은 디지털역량

에 향을 받아 최 의 수업목표와 방법 결정을 하게 

되며 디지털역량도 학습자 인지 수  등에 향을 받아 

그 수 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Table 3>에 구체 인 선정 략에 해서 기술하 다.

Pedagogy 

Viewpoint

- Selection student management method, 

objective, instruction method, evaluation 

method suitable for using of digital tool, 

internet

Digital 

Competence 

Viewpoint

- Selection digital tool and its function suitable 

for general objective and instruction method 

digital friendly

<Table 3> Selection Strategies of TPK Elements

셋째 TPACK구성 략이다.

TPACK은  그림의 3번에 해당하는 역으로서 교

원연수에서 가장 핵심 인 부분이다. 하지만 술한 바

와 같이 본 연구는 실 으로 TPK에 집 하고자 하며 

<Table 4>와 같이 선정 략을 제시할 수 있다. 

Digital 

Competence 

Viewpoint

- Integration strategies and setting function 

range of digital tool depending on subject 

contents and a student, instruction method, 

school environment

Pedagogy 

Viewpoint

- Setup learning environment and Setting 

instruction method considering digital 

competency and subject content

Subject 

Contents 

Viewpoint

- Setting range of subject contents and learning 

process considering digital competence and 

general instructional method

<Table 4> Selection Strategies of TPACK Elements

2.2.3 TK와 TPK, TCK의 내용 비교 분석

본 연구는 디지털역량내용교수지식(TPACK)에서 TPK

구성 략에 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TPK의 특징을 

분명하게 하기 해 TCK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Table 5>는 디지털역량(TK)과 디지털역량교과내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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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K) 그리고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에 해서 비교 

요약한 내용이다[14].

Technological 

Knowledge(TK)

Technological 

Contents 

Knowledge (TCK)

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TPK)

•Fixing error of file 

sharing in cloud 

computing

•Fixing error of a 

cloud file sharing 

in a cooperative 

writing 

instruction 

Korean of subject 

matter

•Fixing error of a 

cloud file sharing 

in a cooperative 

learning

•Writing, removing 

in a blog

•Upload problem 

solving report in a 

blog and reply to 

a peer contents 

•Share and view a 

project report in a 

blog 

•Make a film using 

a mobile device

•Make a film about 

a change of a cloud 

shape

•Make a film using 

a mobile device in 

a field trip

<Table 5> Comparing Analysis among TK, TCK, and TPK

3. TPK 문제해결형 디지털역량 강화 교원연수 전략 

3.1 디지털역량교수법지식(TPK) 강화 연수 핵심 내용

TPK는 교수지식과 연계한 디지털역량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교수활동계획을 3단계로 나

어 (Fig. 2)와 같이 제시하 다. 

(Fig. 2)의 그림은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목표와 수업

주제 설정, 수업내용 개, 평가와 학습결과물 리 계

획과 련된 디지털역량과 교수 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 으로 수업 연구 차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어떤 수업 방법을 개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연구 차와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Fig. 2)의 

TPK 내용은 본 연구자의 시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며 

실제 연수에서 다양하게 재구조화할 수 있다.

한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의 역은 상호 향

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수업 연구 차에서 

IT도구 친화 인 수업 개가 요구된다. 그리고 IT도구

가 수업에 도입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학습자 

심 수업의 실 , 심화학습 가능 등이 나타난다[11]. 이

에 수업 연구 차는 학습자 주도형으로 연구되고 연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3.2 교실수업 변화를 위한 연수 전략

교수법연구  실천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는 국내외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사가 습득

한 디지털역량을 학교교육에 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Peggy A. Ertmer(2010)는 의미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4가지 요소를 제안하 다[7]. 

연수내용에 한 충분한 지식습득, 교원이 자기효능

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략마련, 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교육학  안목 습득, 학교문화 등을 제시하 다. 

특히 특정한 기술 사용능력보다 디지털도구 활용에 

한 반 인 확신, 자기효능감은 디지털도구의 교실수

업 도입에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해 연수생의 디지털도구 활용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유도하며 연수생이 실제 교실 

 학생행동 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2) Example of Teacher Training Course based on TPK



28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3.3 컴퓨팅사고활동을 통한 디지털역량교수지식 

연수 구조

일반 으로 문제해결학습이란 실의 복잡한 문제를 학

습자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학습 방법이다. 교원연수에

서 문제해결이란 교사의 직무와 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워크샵, 세미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 에서도 디지털 도구로 해결 가능한 역

을 컴퓨 사고 활동으로 분류되며 컴퓨 사고활동은 구

체 으로 분리, 패턴인식, 알고리즘 등의 세분화된 개념

을 가지고 있다[9]. 

그리고 교원연수가 실제 교실수업 변화를 진하기 

해서 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략이 필요하

다. 그 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컴퓨 사고활

동이 연계되는 교원연수 구조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Fig. 3)과 같이 제시하 다.

즉 (Fig. 3)의 연수구조 핵심 내용은 문제해결활동으

로서 TPK 요소를 연수생이 선정하는 과정이다. 선정하

는 과정 자체가 문제해결활동이자 컴퓨 사고활동이다. 

구체 으로 연수생은 각각의 단계별로 추상화, 알고리

즘, 패턴분석 등의 사고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 Chrystalla(2017)는 비교원의 TPACK형 교육

과정에서 컴퓨 사고력과 연계하여 운 한 결과 의미 

있는 교육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제시하 다[3].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모듈은 3단계로 구

성되어 있으며 TK, PK선정, TPK선정 그리고 교수지식

기반 디지털역량실습이다. 

이러한 차는 연수생이 교수지식(PK)과 디지털역량

(TK)에 해 기본 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

당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TPK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사 과정이 필요하며 연수과정 설계자가 TK, PK의 

범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 Ertmer의 제안과 같이 교원연수를 통해 실제 

교실수업 변화를 진하기 해서는 교사의 신념을 변

화시킬 수 있는 세부 략이 요구된다[7].

4. 교원연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절차

4.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 논문에 한 이해를 진하며 심층

인 질문과 반응을 확인하기 해 집  인터뷰를 실시하

(Fig. 3) TPK In-Service Training Framework based on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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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차로 진행하 다.

4.1.1 인터뷰 참여자 선정 및 사전 질문 제공

인터뷰는 충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정보화 담당교사, 코딩교육 교사 5명으로 구성하

다. 

인터뷰의 이해도를 높이고 집 인 토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질문지와 연구자료 일부를 인터뷰 1주일 

에 메일을 통해 제공하 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Table 6>과 같다.

- An actual possibility of the TPK in-service training in 

the domestic situation

- A validity and actuality about constructing strategy of 

TPK, TCK elements

- A validity and actuality about a connection plan problem 

solving or computational thinking in the TPK in-service 

training

- A validity and actuality about this study’s TPK in-service 

course framework

<Table 6> Core Question for Focus Group Interview

4.1.2 인터뷰 실시

연구목 을 소개하고 토론형식의 인터뷰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교원의 디지털역량강화를 해 순수한 

기술 인 근을 지양하며 교원의 직무와 연 되어 

디지털역량 함양을 한 교원연수 임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하여 

비토의를 통하여 연구 목 에 맞는 질문을 도출

하고자 하 다.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서 첫째, 토

의 도 에 토의자들이 의도한 말이 맞는지 간 

간에 확인하 다. 그리고 질  분석이 끝난 후에 토

의자들에게 잘못 해석된 것은 없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자의 주 성을 배제하고자 

노력하 다.

질문의 형태는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과 과정을 일부 수정하여 도입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 순으로 진행하 다[재인용,5]. 도

입질문은 간단한 자기소개이며 마무리질문은 타당

도를 높이기 해서 응답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

인하는 질문으로 구성하 다.

4.2 조사 결과 분석 

첫째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 구성 략에 한 타

당성은 확보되었지만 국내의 교육 실에 서 용이 어

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TPK는 교원의 직무나 교수활동으로 인하여 디지털도

구의 선정과 사용수 에 향을 다. 그리고 디지털도구

의 기능으로 교수활동 차에 향을 미치는 내용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에 TPK 구성 략은 디지털도구와 교수

활동이 교차되는 역을 선정하는 략에 해서 논리 인 

타당성은 참여자들은 모두 동의하 지만 국내의 교원연수 

환경에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진단하 다. 

그것은 국내에서 정보화연수에 한 일반 인 인식, 연수

내용에 한 추상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답변하 다. 

한 TPK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에 한 막연한 거부감도 

실제 국내의 정보화 교원연수에서 TPK 에서의 내용 

구성에 실 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TPK 연수내용에 한 정 인 입장을 보여

 교사의 의견이다.

“교사의 직무활동을 생략하고 디지털도구 기능에 

해 으로 연수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더 큰 부분을 

못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 것은 언제 내가 이런 

소 트웨어가 필요하고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지 스

스로 선택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요한데 TPK내용은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다”.

둘째 TK, TPK. TCK은 진 으로 내용이 세분화되

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 다.

참여교사들은 TK는 가장 일반 인 진술이고 TCK가 

가장 구체 인 진술이라고 제시하 다. 즉 연수내용으

로는 TCK가 가장 구체 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교과

내용과 연 된 디지털역량(TCK)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

면서도 교과 심으로 운 되는 국내의 등교육, 교원

연수체제에서 실성이 더 떨어질 수 있음을 동의하

다. 즉 디지털도구의 속성으로 교과내용이 변화할 수 있

는 국내의 교원연수체제는 좀 더 비 실 이라는 의견

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구와 결합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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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수내용으로는 TCK가 가장 구체 이라는 의견이다. 

셋째 문제해결기반 TPK 교원연수체제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TPK 에서 (Fig. 3)와 같이 교원

연수의 임을 제시하 다. 

연수 임에 한 인터뷰 참여교사는 본 연수의 구

조는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 다.

다음은 반 인 연수 구조에 한 교사의 의견을 요

약 진술한 것이다

“교사 1: 이와 같은 형태의 교원연수는 완 히 생소

한 것은 아니다. 일부 IT 로벌기업에서 운 하는 정보

화연수의 형태와 유사한 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은 그와 같은 사례를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틀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실화되기 해서는 개개의 강사 수 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원연수기 에서 체 연수의 구조를 구성하고 

강사가 그 구조에 맞추는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 2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Fig. 3)의 내용에서 

특징 인 것은 문제해결 는 컴퓨 사고활동과 연계한 

TPK 구성 략이라고 생각된다. TPK 요소를 연수생이 

직  구성하는 것은 의미 있는 교원연수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원연수는 선도요원 교원

연수 수 에서 실 일 것으로 생각 된다”

반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TPK, TCK 구성 

략, 문제해결기반 TPK 연수 임워크에 한 인터뷰 

참가교사들은 논리 으로 타당하며 필요한 것으로 인정

하 다. 그럼에도 실 인 제약조건이 많이 있을 것으

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인터뷰조사를 정리하 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원의 디지털역량강화를 한 교수활동 

직무와 연 된 디지털도구 사용능력 강화를 한 교원

연수체제에 한 것이다. 그동안의 기술독립 인 교원

연수는 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의 많은 연수가 세부 기술(Skill) 심으로 이끌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요소와 기술  

요소를 상호 결합한 연수체제를 제안하 다. 

이러한 연수체제는 디지털역량(TK), 교수지식(PK), 

디지털역량교수지식(TPK) 요소가 있으며 TPK가 가장 

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TPK는 디지털역량과 교수지

식이 상호 향을 주는 내용으로서 분  요소가 아니

다. 즉 디지털역량은 교수지식에 향을 주고받고 반

로 교수지식도 디지털 향 요소에 향을 주고받아 

TPK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디지

털역량은 교수지식 임 안에서의 디지털역량이 설정

되며 교수지식도 디지털도구친화 인 내용을 선정한다

는 이다. 

이와 같은 을 가지고 본 연구는 3단계 TPK 연수 

임을 제시하 다. 한 이와 같은 연수가 유의미한 

연수가 되기 해서는 문제해결형 연수가 되어야 하며 

본 연수구조에 삽입시켰다. 이것은 연수생이 직  TPK

요소를 선정하고 실습까지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한 연구결과에 해 타당성검토를 해 5명의 

장교사와의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에서 장교사들은 TPK 필요성, 내용 선정 

략에 해서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한 

TPK 연수구조에 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 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보화연수체제에서 연수생이나 

연수기 의 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인 뒷받

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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