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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그래  교육을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한 실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로그래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용하여 비교사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이다. 

제작된 교육 로그램에서는 블록 기반 모바일 로그래  언어인 앱 인벤터를 사용하 고, 문제 기반 

학습 방법과 로젝트 기반 학습 방법을 활용하 다. 개발된 교육 로그램을 비정보교사에게 교육하고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을 확인하기 한 평가문항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문제 기반 학

습 방법으로 로그래 을 학습한 후 로그래  교수내용지식 수와 교수법 역 지식의 수가 유의

하게 향상되었고, 로젝트 기반 학습 방법을 용한 후 내용지식 역, 교수법 역, 교육과정 역의 수

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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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r developing a programming education course to improve pre-servi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of programming education. A 40-hour training course was 

designed with App Inventor, a block-based mobile programming environment, and with 

problem-based learning method and project-based learning method. After the curriculum was 

adopted to 12 undergraduate students, the effect of education was tested with a programming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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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score were enhanced significantly. After another 20-hour project-based learning class, 

content knowledge, 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score wer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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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정보 교육의 요성이 차 강

조되고 있고, 그 에서도 로그래 과 코딩에 

련된 심과 교육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까지의 컴퓨  교육이 컴퓨  기기, 그 에서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몇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을 심으로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 진행될 컴퓨  교육은 다양한 컴

퓨  기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컴퓨 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해결방식 에서도 로그래

은 로그래  언어라는 논리  도구를 활용하

여 학습자가 할 수 있는 실세계의 복잡한 문제

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

게 한다. 로그래 은 학습자에게 컴퓨 이 가지

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이해하게 하고, 실세계 

문제 해결에서 컴퓨 이 가지는 능력을 극 으

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요한 내용 요소이다 [1]. 

로그래 을 교육하기 한 다양한 교육 요소를 

비하는 과정에서, 로그래  교육의 요한 요

소  하나인 정보교사의 로그래  교육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그래 은 컴퓨터 과학에서 요하고 필수

인 부분이지만 학습자가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교육내용이기도 하다. 로그래  학습의 어려움

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로그

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로그래  문법을 습

득하기가 쉽지 않고, 알고리즘이나 로그래  

략을 직 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

래 을 학습자가 어려워한다고 알려져 있다[2][3]. 

로그래  학습의 어려움은 곧 로그래  교육

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로그래 을 가르치는 교

사가 로그래  언어를 습득하고 로그래 의 

차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학습자에게 로그래 을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 인 

로그래  교육이 되기 해서는 로그래 에 

한 내용지식의 기반 에 교육학지식과 상황지식 

등의 교육 인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 게 

효과 인 교육을 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을 교

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라고 

부르는데, 로그래 을 교육하기 한 교사의 능

력을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이라 부를 수 있다. 

일반 으로 교수내용지식은 실제 교실에서 해당 

내용을 교육하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교수내용지식이 발달하기 해서는 교사 

비기부터 교수내용지식 발달을 염두에 둔 형태

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정보교사

의 경우 효과 인 로그래  교육을 해 로

그래 이라는 역을 학습할 때 로그래 에 

한 내용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로그래

을 효과 으로 교육하기 해 필요한 지식 한 

습득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분의 비정

보교사를 한 로그래  교육 로그램은 로

그래  내용지식의 향상에 더욱 비 을 두고 있

다. 효과 인 로그래  교육 능력을 갖춘 정보

교사를 양성하기 해서는 교육 로그램이 내용

지식과 함께 교육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보교사의 로그

래  교수내용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로그

래  내용지식과 교수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

육 로그램을 설계하 다. 설계한 교육 로그램을 

학습자에게 교육하고 학습자의 로그래  교수

내용지식을 측정하여 비정보교사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의 향상을 측정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로그래  교수내용지식 

교사가 가져야 하는 문성에 한 연구  교

사 지식의 구조에 한 논의가 있다. 일반 으로 

교사가 가져야 하는 지식을 분류하 을 때 교과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교육학 지식

(pedagogical knowledge), 맥락 지식(knowledge 

of context)으로 나 어서 논의하고 있다[4][5]. 교

과 지식은 교사가 특정한 내용을 가르치기 해

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해당 분야에 한 지식을 

말한다. 의 교육에서는 단순히 해당 분야의 

사실이나 차  지식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하고자 하는 분야의 핵심 개념, 내용간의 

계, 추론능력, 활용능력 등의 지식 한 내용 지



예비교사의 프로그래밍 교수내용지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프로그램 설계  3

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5]. 교육학 

지식은 일반 인 교육학  지식으로, 교수학습

략, 학습이론, 학생 발달에 한 지식 등을 포함

한다. 일반 인 교육학 지식은 다양한 교육 분야

에서 발 된 이론이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교

과에 특이 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일반

인 교육학 지식이 개별 교과에 용되면 교과

마다 조 씩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맥락 지

식은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체득하

게 되는 학생, 학교, 공동체에 한 지식을 말한

다. 맥락 지식은 객 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주

인 지식으로 교사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장에 

한 경험이 축 되어 가며 발 해나가는 지식으

로 볼 수 있다. 

교수내용지식의 개념은 에서 말한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상황 지식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

달하는 역동 인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수

내용지식은 교사가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하게 교육하기 한 실제 인 지식을 말한다. 

교수내용지식은 특정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

고 있는지에 련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알고 있

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련된 지식이다. 

교수내용지식에 어떠한 역이 포함되는지에 

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많은 경우 교과내용, 교육

과정, 학생이해, 교수 략, 교육목 , 교육 상황, 

평가에 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5][6][7].

교수내용지식의 에서 교사가 로그래 을 

교육하기 해 필요한 교수내용지식의 역으로

는 로그래 에 한 내용지식, 로그래 의 교

육 목 과 교육과정의 구성, 로그래 을 가르치

기 한 교수방법, 학생이 로그래 을 학습하는 

과정에 한 이해, 학생의 로그래  학습을 평

가하기 한 지식 등이 포함될 것이다.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은 로그래 에 한 내용지식

과 교육학지식, 한 로그래  교육 상황에 

한 지식과 로그래 을 교육하면서 나타나는 학

습자의 다양한 변화에 한 지식이 융합되어 교

사에게 형성되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2.2 비정보교사의 로그래  학습  

교사발달 연구의 근법에서는 교직의 경력이

나 연령을 심으로 단계를 구분하거나, 교사의 

발달단계 이론에 따라 인지발달  연구로 단계를 

구분하는 근법이 주로 사용된다. 다양한 연구자

들이 교사발달 단계에 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일반 으로 교사발달단계는 크게 비기, 교직

기, 기, 후기로 나 어서 살펴보고 있다. 일반

으로 교사발달에 련된 연구는 교사가 실제 교

직에 입문하고 나서 계발하는 교수방법, 학생지

도, 교육과정에 련된 직무기능에 을 맞추고 

있다[8]. 하지만 재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과정은 

교사를 양성하기 한 교육기 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비교사양성에도 요성을 부여하고 있

다. Jaworski와 Gellert(2003)에 의하면 비교사

들은 기 교육 로그램에 의해 자신의 교육  

선입 과 암묵  지식, 교육  정체성을 갖게 되

기 때문에 비교사 교육은 요하며 교육 로그

램을 효과 으로 설계하는 것이 건이라고 하

다[9]. 다시 말해 교직 비기는 교수내용지식을 

실제 교육 장에서 발달시키기 한 기 인 기

반을 다지는 시기이다. 비교사가 비기에 충분

한 내용지식과 교육학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교

직에서 교수내용지식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높은 수 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

이 된다. 한 비교사교육에서도 교수내용지식

에 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부분 

비교사교육에서는 내용지식의 습득을 한 교

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인 교육을 수행하기 

해서는 비교사도 단순히 해당 역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교실에

서 어떤 교육 방법으로 표 하고, 그에 따른 학습

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한 구체 인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정보교사가 

로그래 을 학습할 때는 내용지식과 함께 앞에

서 말한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인 교수법지식, 

로그래  교육단계에 한 지식, 평가에 한 

지식 등을 함께 학습하고 이를 실제 교육상황에

서 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3 국내외 련 연구 

재 국내외에서 진행 인 앱 인벤터 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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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평가 내용 문항수

내용지식

로그래  개념 이해

로그래  과정 이해

로그래  활용 방법 이해

로그래  필요성 이해

7

교수법지식

흥미 유발

한 시

교수방법

6

교육과정

지식

로그래  교육과정 이해

로그래  교육의 단계 이해

교육과정 내에서 로그래 과 

다른 과목과의 계

5

평가지식
로그래  개념 평가

로그래  실습 평가
2

<표 1> 로그래  교수내용지식 평가문항

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은 국내 연구에서는 

등 교육에 앱 인벤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한 

을 맞추고 있고, 국외에서는 학생  교사

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조  더 비 을 두고 

있다는 이다[10]. 이는 국내와 국외의 컴퓨  교

육 상과 교육 목 의 차이로 단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소 트웨어 교육을 시한 컴퓨  교

육이 등학교로 확산됨에 따라 등 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10][11]. 국외에서는 아직까지 등학교에 컴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앱 인벤

터를 학교 로그래  교육의 입문 도구로 활

용하거나 로그래  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도

구로써의 가치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12][13]. 국내에서는 앱 인벤터를 로그래 을 

교육하기 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교

사나 비교사에게 교육하고 로그래  교수내

용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아직 실

시되지 않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정보교사 교육에서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3.1 연구 상

본 연구는 K 학에 개설된 컴퓨터교육학과 

공과목에서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한 비정보

교사는 총 12명으로 남학생 6명, 여학생이 6명이

다. 참여 학생은 모두 컴퓨터 교육을 공하는 학

부생들이고 3학년 8명, 4학년이 4명이다. 학생들은 

모두 로그래 을 학습한 경험이 있었다. 학생들 

이 학습하고 활용해 본 로그래  언어는 스크래

치, C 언어, Java 언어가 있었다. 

3.2 평가 도구

교수내용지식은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

식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실제 교실에서 해당 내용

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자기효능감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내용지식을 측정

하기 한 방법은 객 인 시험보다는 자기평가

지 형태의 질문지법을 활용하는 것이 하다. 

재 정보교사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을 평

가하기 해 연구가 많지 않아 객 으로 제작

된 평가지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교수내용지

식과 련된 선행 연구들을 토 로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을 평가하기 한 문항을 개발하

다[14][15]. 개발된 평가 도구는 Likert 5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질문지 형태의 문항지이고, 답변은 

‘매우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까지 답하도

록 하 다. 개발된 문항은 총 20문항이고, 로그

래  내용지식, 교수법 지식, 교육과정 지식과 평

가 지식에 련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개발된 

문항은 <표 1>과 같다. 

개발된 문항의 역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

진다. 먼  로그래  내용지식에 련된 문항이 

있다. 여기에는 로그래  개념 이해, 로그래

 과정 이해, 로그래  언어 활용 방법에 한 

이해, 로그래 의 필요성에 한 이해에 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수법에 련된 문항은 

실제 교실에서 학습자를 교육하는 상황에서 

하게 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여기에

는 로그래  교육을 한 흥미 유발 활동, 로

그래  개념의 한 시, 설명한 내용을 로

그램 코드로 표 하는 능력, 한 교수방법의 

활용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지식은 

국가교육과정 내에 로그래  련 내용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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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역에는 로

그래  교육과정과 학교 별 교육 단계 이해, 

로그래  내용과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 등에 

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련된 지식을 묻는 역이 있다. 여기에서는 

로그래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과 

로그래 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

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으로 

교수내용지식을 평가하기 한 문항에는 학생의 

학습과 변화에 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교육 로그램에서는 학생에게 로그래 을 

교육하는 실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지식에 

련된 문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3.3 교육 내용 설계  용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 로그램은 총 40시간 

분량이다. 먼  로그래 을 교육하기 한 도구

를 선정하 다. 학습자들은 로그래  언어에 

한 지식, 로그래  개념에 한 지식, 로그래

 차에 한 지식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로

그래 을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방법 한 익 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지 인 

부하를 이고 다양한 형태의 로그래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하여 본 교육 로그램

에서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인 앱 인벤터를 

사용하 다. 앱 인벤터는 블록 기반의 로그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로써 

익히기 쉽고 실제 모바일 기기에서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로그래  교육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0][11]. 앱 인벤터를 활용

하는  다른 장 은 실제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로그래  언어에 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이다. 인지 인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등 학생들에게는 블록 기반의 그래픽 로그

래  언어가 많이 활용된다. 비정보교사가 실제

로 활용하는 로그래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로그래  과정에서 학습자가 겪을 수 있

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한 지식을 쌓을 수 있

게 되기 때문에 교육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교육 로그램에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은 문제 

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과 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이다. 문제 기반 

학습과 로젝트 기반 학습은 실제 상황과 유사

한 문제나 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

습자가 해당 역의 교육내용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이다. 문제 기반 학

습과 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능동 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실제 인 해결책을 생성하고 평

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로그래  교육에

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16][17]. 반의 20시

간은 개인별 문제 기반 학습방식으로 구성하 다. 

기존의 등 학생 상의 교육내용을 학생 

수 에 맞게 재구성하여 앱 인벤터 개발환경과 

앱 인벤터 기능을 학습하기 한 다양한 앱을 학

생이 제작하고, 앱의 동작에 포함된 다양한 로

그래  개념  학습 방법에 해 학생이 이해하

도록 교육하 다[10]. 후반 20시간은 집단별 로

젝트 기반 학습방식으로 구성하 다. 학습자들을 

소규모 집단으로 나 고 스스로 제작하고자하는 

앱 로젝트를 계획한 다음 이를 제작하고 평가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 다. 교육 내용의 구성

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강의를 진행하기 에 제작한 평가지를 활용하

여 사  평가를 실시하 다.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의미와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필요성에 해 이해하고, 앱 인

벤터의 사용 환경을 익히도록 하 다. 5차시부터 

8차시까지는 앱 인벤터에 포함된 다양한 컴포

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한 간단한 앱을 

제작하도록 하 다. 9차시부터 20차시까지는 문제 

기반 학습의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여, 주어진 앱

을 제작하기 해 학생들이 앱의 구동을 한 논

리  알고리즘을 제작하고 실제 앱을 만들어 시

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 20차시의 수

업이 끝난 이후에 간 평가를 실시하 다. 21차

시부터는 로젝트 기반 학습 형태로 수업을 진

행하 다. 학습자를 일정한 모둠으로 나 고, 20

차시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상자들

이 제작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앱에 한 계획

을 세우게 하 다. 모둠별로 작성한 로젝트 계

획을 학습자끼리 서로 피드백한 후에 12차시에 

걸쳐 모둠별 앱을 제작하도록 하 다. 이 과정이 

끝난 후 각 모둠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발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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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 내용 내용 지식

사  평가

1-4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교육  

의미

앱 인벤터 소개

앱 인벤터 사용 환경 설정

앱 인벤터 사용 방법 익히기

메모 앱 / 메모 읽어주기 앱 제작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이해

순차 실행

이벤트 핸들러

센서의 활용

5-8
그림  앱 제작

계산기 앱 제작

컴포 트 활용법 

익히기

알고리즘

9-12
안  리 앱 제작

운명의 수정구슬 앱 제작

메소드 호출

데이터베이스

13-16
숫자 게임 앱 제작

야구 게임 앱 제작
알고리즘 

17-20 종합 앱 제작  평가 알고리즘 

간 평가

21-24

앱 개발 로젝트 계획 세우기

로젝트 계획 발표  피드백

로젝트 진행

소 트웨어 개발 

계획

소 트웨어 개발 

단계

25-28 로젝트 진행
소 트웨어 개발 

단계

29-32 로젝트 진행
소 트웨어 개발 

단계

33-36 로젝트 진행
소 트웨어 개발 

단계

37-40

로젝트 결과물 발표

학생 상호간 피드백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활용에 

한 논의

소 트웨어 평가

사후 평가

<표 2> 로그래  교육 내용

평가 시기 내용지식
교수법

지식

교육과정

지식
평가지식 평균

사
2.87 

(.668)

2.64 

(.714)

2.32 

(.716)

2.5 

(.826)

2.63 

(.634)

간
2.63 

(.611)

2.97 

(.492)

2.53 

(.764)

2.83 

(.718)

2.9 

(.544)

사후
3.32 

(.790)

3.33 

(.599)

3 

(.603)

3 

(.707)

3.21 

(.563)

<표 3> 로그래  교수내용지식 수 변화 
(N=12)

개체 내 

효과검정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내용지식 2.952 2 1.476 7.041 .004
*

교수법지식 2.895 2 1.448 15.4 .000*

교육과정

지식
2.927 2 1.463 10.385 .001

*

평가지식 1.556 2 .778 3.850 .037*

평균 2.074 2 1.037 16.202 .000
*

*p  > .05

<표 4>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N=12)

과물에 한 평가를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교육

용 로그래  언어의 로그래  교육 활용에 

한 논의를 진행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 다. 

4. 연구 결과

연구 상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해서 수

업의 사 , 간, 사후에 로그래  교수내용지

식을 평가하 다. 사  평가는 연구 상자가 

로그래  교육에 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한 것이고, 간, 사후 평가는 

연구 상자의 변화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 평

가의 시기가 두 번 이상이기 때문에 연구 상의 

변화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하여 반복측정 분

산분석을 실시하 고, 각 과정별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사 – 간, 간–사후 평가 결과에 해 

각각 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4.1 효과성 검정 

비정보교사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을 반

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모든 역의 구형성 검정에서 구

형성을 만족하 으므로 로그래  교수내용지식 

수의 변화는 구형성을 가정한 통계값을 사용하

다.  

내용지식 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 검사에

서 2.87이었던 수가 간검사에서는 2.63, 사후

검사에서는 3.32로 나타났다. 세 번의 검사에서 

내용지식 역의 수는 다른 역들의 수보다

는 높은 편인데, 이는 기본 으로 비교사를 

상으로 한 로그래  교육이 내용지식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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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내용지식 역 .238 .674 .194 -.190 .666 1.224 11 .246

교수법 역 -.333 .492 .142 -.646 -.020 -2.345 11 .039
*

교육과정 역 -.217 .612 .177 -.605 .172 -1.227 11 .245

평가 역 -.333 .685 .198 -.769 .102 -1.685 11 .120

평균 수 -.275 .376 .109 -.514 -.036 -2.532 11 .028
*

*p  > .05

<표 5> 사  – 간 평가 응표본 t 검정 (N=12)

목 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내용지식

역 수 변화의 유의확률은 .004로 p > .05 범

를 만족하기 때문에 비정보교사의 로그래

 내용지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검사에서 나타난 교수법지식 역의 수

는 2.63이었고, 간검사에서는 2.97, 사후검사에서

는 3.33으로 나타났다. 교수법지식 역의 변화도  

유의확률이 .000로 p > .05 범 를 만족하기 때문

에, 비정보교사의 교수법지식 역에도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평가와 함께 

실시한 등 로그래  교육 설계에 한 질문

에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 기반 학습 방법과 로

젝트 기반 학습 방법을 활용한 등 교육과정

을 설계하는 답변을 서술한 것으로 볼 때, 교육

로그램을 수강한 학생들이 자신이 겪은 형태의 

교수법을 실제로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사 검사에서 나타난 교육과정 역에 한 

수는 2.32 고, 간검사에서는 2.53, 사후검사에서

는 3.0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지식 역의 변화는 

유의확률이 .001로 p > .05 범 를 만족하기 때문

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

로그램에는 로그래  교육과정에 직 으로 

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습자들은 단

계별로 진행되는 로그래  교육내용을 학습하

면서 개인 으로 로그래 의 교육 단계에 한 

지식을 쌓은 것으로 단된다. 

평가 역지식의 사 검사 수는 2.5 고, 간

검사에서는 2.83, 사후검사에서는 3.0으로 나타났

다. 평가지식 역의 변화는 유의확률이 .037로 p 

> .05 범 를 만족하기 때문에 유의한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기반 학습과 로젝트 

기반 학습의 경우 결과물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로그램에서도 학습자들이 앱

을 만들기 해 작성한 계획서, 최종 인 결과물

을 공개하고 학습자끼리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며 

실제 로그래 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지식을 쌓

을 수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사 검사의 평균 수는 2.63, 간검사는 2.9, 사

후검사 평균 수는 3.21로 나타났다. 검사의 유의

확률은 .000으로 p > .05 범 를 만족하기 때문에 

비교사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에는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설계한 

교육 로그램을 통해 비정보교사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사  검사에서는 

로그래 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한 자신을 

충분하게 가지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여, 교육 

로그램을 완료한 후에 실시한 논의와 설문에서는 

학습한 로그래  언어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교육 방식에 해 구체 으로 서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응표본 t 검정 결과 

4.2.1 사 – 간검사 비교

연구 상자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이 문

제 기반 학습 형태의 수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확인하기 해 사 검사와 간검사의 

결과를 응표본 t 검정하 다. 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 검사와 간검사의 비교에서는 체 평균 

수와 교수법지식에 한 수가 유의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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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내용지식 역 -.690 .718 .207 -1.146 -.234 -3.333 11 .007
*

교수법 역 -.361 .316 .091 -.562 -.160 -3.952 11 .002
*

교육과정 역 -.467 .462 .133 -.760 -.173 -3.500 11 .005*

평가 역 -.167 .537 .155 -.508 .174 -1.076 11 .305

평균 수 -.313 .268 .077 -.482 -.142 -4.038 11 .002
*

*p  > .05 

<표 6> 간 – 사후 평가 응표본 t 검정 (N=12)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검사에서 나타난 특이한 

은 로그래  내용지식에 한 수가 사 검

사보다 하락한 이다. 학생 설문에서 ‘ 무 어렵

다. 수 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블록에 

한 설명을 자세히 진행한 다음 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후반으로 갈수록 난이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내용지식 수의 하락은 교육 로그램의 난이도 

구성에 따른 인지  부담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이 외의 역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반

으로 수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 간–사후검사 비교

연구 상자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이 

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 는지 

확인하기 하여 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응표본 t 검정을 통해 비교하 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간검사와 사후검사의 비교에서는 평가 역의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은 로젝트 학습을 통해 모

둠끼리 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

치고, 결과물을 서로 평가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지식과 교수법지식, 교육과정지식이 향

상된 것으로 단된다. 

4.2.3 학습 찰  설문 분석

간검사와 함께 실시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문

제 해결 수업 방식이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능력

을 길러주고, 로그래 이라는 개념을 익숙하게 

만든다’, ‘결과물이 빠르게 나타나서 피드백이 용

이하다’, ‘학생 간의 수 차이를 극복할 실습 제

가 필요하다’, ‘각자 문제에 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 다. 이러한 답변으로 보아 

학생들이 막연히 교수법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느

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할 때 어떠한 장

과 단 이 있는지를 구체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로젝트 학습 과정에서 비교사들은 로그

래  과정에 한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찰하 다. 로젝트 계획 단계와 로젝트 

결과물 단계에서는 공식 으로 학생간의 피드백

이 이루어졌고, 로젝트 제작 단계에서는 모둠 

내 의견교환, 모둠 간 로젝트 구 에 한 피드

백 등을 통해 교수자, 학생 간 다양한 형태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로그

래  교육의 측면에서 내용 지식이나 교수법에 

한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

으로 보인다. 

사후 설문과 함께 진행한 ․고등학생에 한 

로그래  교육 방법 질문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답변을 내놓았다. 몇몇 학생들은 본 교육

로그램에서 학습한 문제 심 교수법이나 로

젝트 심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생과 고등학생

에게 로그래 을 교육하고자 하 고, 몇몇 학생

은 자신이 수업을 경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심으로 교수방법을 재구성하는 교육계획을 작성

하 다. 이러한 답변들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이 

실제로 로그래 을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졌음을 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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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로그래  교수내용지식 향상을 

하여 교육용 로그래  언어인 앱 인벤터와 문

제 기반 학습, 로젝트 기반 학습을 결합한 로

그래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비정보

교사에게 용한 연구이다. 사  검사에서 비정

보교사의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은 평균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기반 학습 방식으로 

5주간 20시간 분량의 강의를 진행하고 간 평가

를 실시한 결과, 평균 수와 교수법 역의 수

가 유의미하게 상승하 다. 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으로 5주간 20시간 분량의 강의를 추가 으

로 진행하 을 때, 평가 역의 수를 제외한 모

든 분야의 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종 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상의 로그래  교수내용지

식의 향상이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단순히 비교사의 교수내용지식 수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로그래  교육을 진행하기 한 기본 인 지식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정보교사의 로그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용

한 연구이다. 해당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

기 하여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에 한 평가

를 진행하 지만 한 비교집단이 형성되지 않

아 단일집단 효과만을 별하 다. 한 실험집단

의 표본수가 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좀 더 큰 집

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로그래  언어를 활용하

을 때 비교사의 교수내용지식의 변화를 비교

하여 더욱 객 으로 앱 인벤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한 교수내용지식은 자기

평가 형태의 평가지로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변화하거나, 교육의 도구가 달라지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장기 인 

에서 로그래  교수내용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객 인 평가지의 개발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정보교사와 정보교사가 

로그래  교육에 한 교수내용지식을 충분히 발

달․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사교육 로그램

이 구성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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