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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2.  연구문제

예비 초등교사가 과학과 학습 내용을 다룬 융합 수업
시연을 준비하는 단계와 반성하는 단계에서 스스로의
TPACK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3.연구방법3.연구방법

4.연구결과및논의4.연구결과및논의

5.결론5.결론

 예비 교사의 인식 및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원양
성 교육을 통한 경험이 교수적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함(Park et al., 2008; Kim et 
al., 2011; Hofer & Grandgenett, 2012; Kim & Jeon, 2016). 

 예비 교사들은 이론적 지식 및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예비 교사 교육기관은
다양한 실행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천의 연계를
도와야 함(Kim et al., 2011). 

 다양하며 복잡한 교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 교사의 지
식 영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예비 교사가 TPACK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습 경험을 촉진시키고, 교원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예비 교사의 성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평가
하는 일도 중요(Hofer & Grandgenett, 2012; Rim & Choi, 
2012). 

 이 연구는 예비 초등교사가 과학과 생명 및 지구와 우주 영역 학습 내

용 중심의 융합 수업 시연을 준비하는 단계와 반성하는 단계의 테크

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을 알아보고 TPACK 적용의 경험에 대

한 견해를 질적 분석하였음.

연구참여자

자료 수집

1

2

수업 계획 단계에서의 TPACK1

 TPACK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초등교사 20명의 수업 시

연 1주 전 및 직후에 연구 참여자별 2회씩 메타인지적 TPACK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수업 시연 장면을 녹화하여 TPACK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관찰 및 기록하였고,

이를 사후 면담의 자료로 활용하였음.

 사후 면담에서는 TPACK의 구성요소인 TK, PK, CK, PCK, TCK,

TPK, TPACK 측면에서 수업 시연의 전과 후의 생각 변화를 중점

적으로 알아보았음.

 예비 초등교사의 TPACK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결과는 수업 계획

단계, 수업 반성 단계, TPACK 모형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견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수업 시연 전에 TPACK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구체화시킨 예비 초등교사들이 있었고, 여전히 하위

영역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음.

 예비 초등교사의 TPK, TCK, PCK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

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수자로서 융합 수업 계획에 대한 메타적인

사고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TPACK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수업을 계

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식에 관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테크놀로지

를 반드시 지도해야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함.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TPACK을 점검하고 격려하여,

생명 영역을 지도할 예비 초등교사의 융합 수업 아이디어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COVID-19 팬데믹 직전인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의 초등과

학교육Ⅱ강좌 내에서 과학과 내용 중심의 융합 수업 설계를 위한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중, 수업 시연의 사

전 및 사후 면담 참여에 동의한 교육대학생 20명. 

TPACK을 적용한 융합 수업 시연을 수행해 본 예비 초
등교사는 TPACK 모형과 TPACK 훈련 경험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2 수업 반성 단계에서의 TPACK

자료 분석3

 전사한 음성 기록에 대해 NVivo 12를 사용하여, 질적데이터 코

딩을 통한 노드와 빈도 분석을 활용한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Lee 

& Cheon, 2012; Richard, 1999). 

 사전 면담에서 예비 초등교사들은 계획한 수업에 대한 지식을 학

습 주제, 활동, 대상, 자료 등과 함께 설명하였고, 빈도수가 높았던

단어는 ‘식물의’, ‘동물의’, ‘인터넷’, ‘다양한’, ‘특징을’, ‘내용을’, ‘생각

을’, ‘어떻게’, ‘학생들이’, ‘스마트패드’와 같은 예시가 있었다(Fig. 2).

 사전 면담에서는 수업 전의 본인의 TPACK에 대
한 확신이 없거나, 특정한 요소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였음.

A는 수업 계획에 관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어렵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B는 스스로의 PCK
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교
수·전략을 제시하기 어려워하였음. B의 답변 중에
는 PK와 TPK를 혼돈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음.

 수업 시연을 진행하고 나서 적용한 수업의 예비 초등교사의

TPACK에 대하여 사후 면담하고 그 내용을 Word Cloud로 분석

한 결과, ‘내용적인’, ‘어떻게’, ‘식물의’, ‘달리진’, ‘생각을’, ‘활동을’, 

‘어플을’, ‘영상을’, ‘질문을’과 같은 단어가 상위 빈도로 나타났음

(Fig. 3).

3 TPACK 모형과프로그램참여경험에대한견해

 H도 B처럼 지식 요소를 설명하면서 혼돈한 부분
이 있었는데, Contexts와 PCK를 헷갈려 하였음.

활동 유형 중심의 교수·학습과정안의 초안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TPACK을 점검하다 보면, 테크놀로
지 기기를 도입하는 목적이 주로 조사나 검색 활동
을 위한 것이었다. 소프트웨어의 활용, 혹은 P 또는
C가 결합된 형태의 고차원적인 활용은 드물었음.

 수업 전의 사전 면담에서 스스로의 TPACK을 정
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B는 사후 면담에서 TPK 
및 TCK와 같은 교집합 지식 영역의 의미를 이해하
고 본인의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
려하였음.

 반면, 수업을 진행한 후에도 어떤 기술을 적절히 활용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Q의 답변을 통해서, TK의 부
재는 예비 초등교사에게 테크노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그들의 TPACK 및 컴퓨터 관련 자아효능감을 향상
시키려면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Dong et al., 2020).

 예비 초등교사들이 경험한 TPACK 모형과 프로그램의 참여에 관

한 사후 면담에서의 노드는 학습자의 흥미 증진, 구체적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

았다. 반면, 교사의 부담 증가와 적용 과정의 곤란을 부정적인 측면

으로 언급하였음(Tabl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