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 -

예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그램 

적용

김성원†․ 이 †

†한국교원 학교 컴퓨터교육과

The Application of TPACK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Programming for Self-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Seong-Won Kim†․ Youngjun Lee†

†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활발하게 도입됨에 따라 수업에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

시키기 하여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TPACK)이 등장하 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TPACK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김성원과 이 (2017)은 비 교사의 

수업 문성 향상을 한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한, 김성원과 이

(2018)의 연구를 통하여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을 개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의 개선이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하

여 조군에게는 기존의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을 용하 다. 실험군에게는 개선된 로

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을 용하 다. 그 결과, 사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자아 효능감은 

같았다.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자신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의 개선이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의 세부 역에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의 모든 역에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

서는 자기 조  효능감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로그램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서 론

테크놀로지의 발 에 따라 다양한 역에서 테크놀

로지의 활용이 증가하 다. 교육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증가하 다 [1]. 테크놀

로지는 기존의 교육에서 겪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의 학습을 확장하고,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하

여 도입되었다 [2]. 

하지만, 교사는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용해보는 수 에 머물 다. 따라서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목 에 맞게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Mishra 

& Koehler(2006)은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에 테크놀로지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TK)을 결합한 TPACK을 제안하 다. 교

과의 내용, 교육학  지식을 기반으로 테크놀로지를 

제 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 다 [4]. 

TPACK의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TPACK과 련

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5]. 김성원과 이

(2017)은 테크놀로지 도구가 ICT 도구를 넘어 로그

래 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하 다 [3,6]. 이에 따라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하지만, 개발한 TPACK 교육 로그램이 비 교

사의 수업 문성에 미치는 향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그래  기반 교육 로그

램을 비 교사에게 용하여, 교육 로그램에 따른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 변화를 찰하 다. 이러한 

연구를 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로그램을 

두 집단의 비 교사에게 용하고,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 다.

2. 이론적 배경

TPACK의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TPACK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5]. 하지만, 테크놀로지가 가진 한계 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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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김성원과 이 (2017)은 테크놀로지 도구로 

로그래 을 도입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3,6]. 연

구 결과, TPACK-P 교육 모델과 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 다. 한, 개발한 교육 로그램을 용한 결과, 

TPACK-P 교육 로그램의 TPACK 발달에 한계가 

존재하며, 로그램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김성원과 이 (2018a)의 연구에서는 TPACK-P 

교육 로그램을 비 교사에게 용하여, TPACK-P 

교육 로그램에서 비 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로그

램에서 개선 을 도출하 다. 연구 결과, 비 교사들

은 처음 하는 로그래 에 한 어려움과 교육과정

과 교과와 로그래 을 연결시키고, 로그램을 제작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로그래 과 교과를 

연결시키고 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 교사가 로그래 과 교과의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하여, 로그래  기반 교

육과정, 로그램, 수업 시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

한 TPACK-P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8]. 

김성원과 이 (2018b)은 시 분석을 보완한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비 교사에게 김

성원과 이 (2018a)의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로그

램을 용하 다 [8,9]. 용 결과, 기존의 TPACK-P 

교육 로그램보다 비 교사의 TPACK 발달에 효과

인 것으로 확인하 다 [9]. 하지만, TPACK-P 교육 

로그램의 목표는 비 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이므

로 TPACK과 같은 지식뿐만 아니라 신념, 태도의 변

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TPACK-P 교육 로그램을 비 교사에게 

용하고, 교육  신념과 상  계가 있는 자아효능감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2,13].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로그래  기반 시 분석을 추가한 

TPACK 교육 로그램이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를 

하여 비 교사를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고 연구를 

진행하 다. 조군은 김성원과 이 (2017)의 연구에

서 개발한 TPACK 교육 로그램을 용하 다 [6]. 

실험군은 김성원과 이 (2018b)의 연구에서 개발한 

TPACK 교육 로그램을 용하 다 [9].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하여 기존의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에 로그래  기반 교육과정, 로그램, 수업 

시 분석을 개선하 을 때,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 

향상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4.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프로

그램 적용 

사  검사에서는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 효능감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200, 

p= .842. 세부 역을 살펴보면, 자신감(t= 1.061, p= 

.296)과 과제 난이도 선호(t= .154, p= .879), 자기 조  

효능감(t= 1.139, p= .262)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사  검사에

서는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 효능감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을 용한 

후에 사후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체 검사 결과에서는 실험군(M= 3.415, SD= .306)은 

조군(M= 3.520, SD= .238)보다 높은 자아 효능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 1.183, p= .245. 세부 역을 

살펴보면, 모든 역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높은 

값을 보 다. 자신감(t= 2.629, p= .013)과 과제 난이도 

선호(t= 2.393, p= .022)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 조  효능감(t= 1.823, p= .077)

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그램

은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의 체 역에는 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부 역의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로그래  기반 TPACK 교육 로

그램을 비 교사에게 용하고, 비 교사의 자아 효

능감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  검사에서는 두 집단의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 로그램에 따라 비 교사의 자아 효능

감 변화는 다르게 나타났다. 비 교사는 기존의 

TPACK-P 교육 로그램보다 로그래  기반 활동

이 추가된 TPACK-P 교육 로그램을 받았을 때,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 향상에 효과 이었다. 하지만, 

로그래  기반 활동이 보완되어도 모든 역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TPACK 교육 로그램의 목 은 비 교사의 수업 

문성 향상이다. 수업 문성 향상을 해서는 자아 

효능감에서 일부 역이 아니라 모든 역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 교사의 자아 

효능감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개선한 교육 로그램을 

비 교사에게 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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