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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COVID-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를 시행하게 되면서 학생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었다(Anderson et al., 2020; Raza et al., 2020). 이러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초

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원격 교육이 급속도로 보급되었고, 

다양한 교육용 테크놀로지 자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육

용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하여 교사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에 적응해야만 하였고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상황에서 교사는 학

생의 비판적 사고, 창의성,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Lee et al., 2020). 이러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Shulman 

(1987)의 PCK 프레임워크부터 시작되었다. Shulman은 PCK에 테크

놀로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도하였으나, 테크놀로지와 내용 지식, 

교육학 및 학습자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Angeli 

& Valanides, 2009; Stoilescu, 2015). Mishra와 Koehler는 Shulman의 

PCK에 테크놀로지를 포함시킨 테크놀로지 교수학적 내용지식

(TPACK; 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였다(Mishra & Koehler, 2006b, 2008). TPACK 프

레임워크는 테크놀로지 지식(TK; Technological Knowledge), 내용 

지식(CK; Content Knowledge), 교육학적 지식(PK; Pedagogical 

Knowledge)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교사들이 이해하고 교육적 

활동에 적용하는 역량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이다(Koehler et al., 

2004; Mishra & Koehler, 2006a, 2006b). Mishra & Koehler(2006b)

는 TPACK 프레임워크의 PK, CK, TK를 토대로 PCK, TCK, TPK 

및 TPACK의 형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Niess(2011)는 

TPACK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학생

들의 사고와 학습을 안내하고 교육과정을 설계 및 구현하는데 필요

한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TPACK 프레임워크는 테크놀로

지를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망

하는 관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양한 선행 연구(Abbitt, 2011; Choi 

et al., 2017; Jung & Ottenbreit‐Leftwich, 2020; Koh & Chai, 

2015; Niess, 2011; Scherer et al., 2018; Schmidt et al., 2009)가 이루

어졌다. 

TPACK 프레임워크가 교실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렌즈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TPACK에 대하여 이

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Stoilescu, 2015), 교사의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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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

을 하기도 하였다(Angeli & Valanides, 2009; Archambault & Barnett, 

2010; Brush & Saye, 2009; Cox & Graham, 2009; Graham, 2011; 

Niess, 2008). 또한 TPACK 프레임워크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교수학습에 도움을 제공하

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Niess, 2008). 이는 TPACK 지식의 

변형적 속성으로부터 기인한다(Graham, 2011). TPACK 지식은 CK, 

PK, TK, PCK, TPK, TCK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기 때문에(Angeli & Valanides, 2009; Kaplon-Schilis & Lyublinskaya, 

2020; Papanikolaou, 2017), TPACK의 구성 요소의 발달이 TPACK의 

발달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의 TPACK 역량을 발달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였는가에 대

한 논의보다, 교사에 의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교육적 문맥에서 활

용되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Ertmer et al., 2015; 

Papanastasiou et al., 2003). 이러한 논의는 예비교사의 TPACK의 실

천적 역량을 발달시키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TPACK 실천적 역량을 발달시

키기 위하여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한 예비교사의 산출물을 토대로 예비교사의 TPACK 역량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TPACK의 수행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개발

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TCK와 TPK의 발달이 TPACK의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후에 예비교사의 

TPACK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TPACK의 구성 요소 가운데 TPK와 TCK는 TPACK의 발달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2. 예비교사의 TPACK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실천적인 TPACK 역량 발달의 평가

TPACK은 TK, CK, PK 및 PCK, TPK, TCK 사이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교사가 이해하고 교육적 활동에 적용하는 역량에 

대한 이론이다(Koehler et al., 2004; Mishra & Koehler, 2006b, 2008). 

TPACK은 교사에게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을 이해하고 이를 교

육 현장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통찰력

을 제공하였다(Howland et al., 2012; Mishra & Koehler, 2006b, 2008; 

Niess, 2011). 테크놀로지의 교육 현장 적용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교사들의 TPACK 실천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틀이 여

러 연구자에 의해서 제안되었다(Harris et al., 2012; Jen et al., 2016; 

Koh, 2013; Lyublinskaya & Tournaki, 2012; Moersch, 1995, 2011; 

Niess et al., 2009; Welsh et al., 2011). TPACK의 실천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상황 또는 과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

는 수행평가가 필수적이다. 수행평가를 위해서 예비교사 또는 현직 

교사에게 수업 설계, 포트폴리오 또는 반성적 저널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Graham et al., 2009; Harris et al., 

2010; Kereluik et al., 2010; Suharwoto, 2006). 또는 복잡한 문제 해결

을 포함하는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Curaoglu 

et al., 2010; Graham et al., 2012).

Niess et al.(2009)는 TPACK의 5가지 수준에 대한 상세한 질적인 

설명과 스키마(인식, 수용, 적응, 탐색, 발전)를 개발하였고, 네 가지 

구성 요소(개념, 학생 이해, 커리큘럼, 교육 전략)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질적인 분석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수학을 가르치는 예비

교사의 TPACK 발달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Niess et al., 2009). 

Moersch(1995)의 LoTi(Levels of Technology Implementation) 평가

틀, TIM(Technology Integration Matrix)(Allsopp et al., 2007)도 교사

의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에 대한 유용한 평가틀을 제공하였다. LoTi

는 교사가 테크놀로지 및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에 관한 교수학적 이

해를 평가하는 평가틀이다. LoTi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

동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정성, 복잡한 사고, 학생 중심성, 테크놀로

지 활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의 교육 관행을 설명한다(Booker, 

2017). TIM은 학교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평가틀이다(Welsh et al., 2011). 

TIM은 테크놀로지 통합의 다섯 단계(Entry, Adoption, Adaptation, 

Infusion, Transformation)와 Howland et al.(2012)의 5가지 유의미 학

습의 특징(Active, Constructive, Cooperative, Authentic, Intentional)

을 각각 가로와 세로축으로 하여 25개의 셀로 이루어진 평가틀이다

(Allsopp et al., 2007). 그 외에도 TPACK 발달 측정을 위한 다양한 

평가 도구가 제안되었다(Archambault & Barnett, 2010; Chai et al., 

2011; Graham et al., 2009; Jang & Tsai, 2012; Landry, 2010; Schmidt 

et al., 2009). 

지금까지 연구에서 TPACK 측정 방법은 주로 자기 보고

(Self-report), 개방형 설문지(Open-ended questionnaires), 수행평가

(Performance assessments), 인터뷰(Interview), 관찰(Observation)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Duke & Mallette, 2011; Gall et al., 2007; 

Koehler et al., 2012; Willermark, 2018). 그러나 자기 보고는 연구 

대상의 사회적 욕구의 편향이나 응답에서의 편향(묵인, 극단, 패턴, 

무작위, 일관성 없음), 주관성, 항목에 대한 해석 오류가 있을 수 있으

며, 응답자마다 지식 차이로 인하여 평가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Demetriou et al., 2014; Paulhus & 

Vazire, 2007; Schmid et al., 2021). 이러한 문제점은 PCK나 TPACK

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Abbitt, 2011; 

Baxter & Lederman, 1999; Copur-Gencturk & Thacker, 2020; Hill 

et al., 2007). 또한 자기 보고에서는 자신의 TPACK 역량이 낮음에도 

스스로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Dunning-Kruger 효과가 나타나거나

(Choi & Paik, 2020a; Dunning, 2011; Kruger & Dunning, 1999; 

Schmid et al., 2021),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

(Cianciolo & Sternberg, 2018; Polanyi, 1966)에 대해서 응답자가 인

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비교사의 역량은 행동, 진술, 인공물

을 통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TPACK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는 예비교

사의 TPACK의 수준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해

야 한다(Archambault, 2016; Harris et al., 2010; Kaplon-Schilis & 

Lyublinskaya, 20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Niess et al.(2009)의 

TPACK 발달 수준, LoTi 평가틀(Moersch, 1995, 2011), TIM(Welsh 

et al., 2011)을 참고하여 예비교사의 TPACK 발달에 대한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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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PACK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넘어 새로운 학습 

경험 설계자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Kalantzis & Cope, 2010). 이러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신념은 TPACK 연구에도 반영되어야 한다(Chai 

et al., 2016; Chai & Koh, 2017; Crompton, 2015; Deng et al., 2014; 

Ertmer et al., 2015; Sang et al., 2010; Voogt et al., 2012). 즉, 교사의 

테크놀로지 통합 관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뿐 아니라 그 자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방법과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Speer, 2008). 만일 교사의 신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면 결과적으로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관행에 변

화를 일으킬 수 있다(Chai et al., 2009; Sang et al., 2010). 

일반적으로 교수 관행은 전통적인 전달식 교수와 구성주의적인 교

수로 구분할 수 있다(Ravitz et al.,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성주의

적 신념을 가진 교사는 테크놀로지를 자주 사용하고(Hermans et al., 

2008), 학생 중심 또는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구현하는 경향

이 있다(Chai, 2010; Ertmer et al., 2012; Hermans et al., 2008; Judson, 

2006; Roehrig et al., 2007). 그러나 교사를 전통적 또는 구성주의적의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념과 관행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복잡한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Ertmer 

et al., 2015). 또한 TPACK 실천적 역량의 발달에는 테크놀로지 활용

에 대한 신념과 태도와 같은 내재적 동기도 고려되어야 한다

(Crompton, 2015; Ertmer, 2005). 교사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기 때문에(Palak & Walls, 2009),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신념은 TPACK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Crompton, 

2015; Özgün-Koca et al., 2010; Walen et al., 2003; Yoder, 2000).

Crompton(2015)은 테크놀로지가 사용되지 않은 교육에 대한 “관

찰 견습”(Borg, 2004; Lortie, 1975)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교사의 부정적 신념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Ertmer(1999)

는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을 저해하는 2가지 장벽을 제시하였다. 

1차 장벽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 부족, 교육 계획을 위한 시간 

부족, 부적절한 테크놀로지 및 관리 지원과 같은 외부 요인이다. 2차 

장벽은 교육에 대한 신념,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 관행에서 느끼는 편안함, 변화에 대한 개방성 부족과 같은 교사 

내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인 1차 장벽은 쉽게 해소되는 데 반해, 내적 

요인인 2차 장벽은 테크놀로지 활용의 지속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

한다(Ertmer et al., 2015). 

신념과 관행 사이의 불일치는 교사의 다양한 신념 체계에서의 상대

적 가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rtmer et al.(2012)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 중심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신념으로 

인하여 학생 중심 교수 관행은 나타나지 못했다. 또한 신념과 관행 

사이의 불일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Ertmer et 

al., 2012; Polly & Hannafin, 2011). 테크놀로지 활용에 부정적인 학

교 문화에서는 혁신적인 교사라고 하더라도 테크놀로지 활용에 어려

움을 겪는다(Hazzan, 2002). 또한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학

생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신념과 시험의 높은 성취에 대한 부담이 

상충될 때, 교사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혼란이 나타난다(Jacobson et al., 2010).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중소도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40명(남성 15

명,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적용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융합교육교수법’이라는 학부 교양 강좌를 

수강하였다. 연구 대상인 예비교사는 대학교 1학년이 33명(82.5%), 

2학년이 3명(7.5%), 3학년이 4명(10%)이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16개 

전공(가정교육과, 국어교육과, 생물교육과, 영어교육과, 일반사회교육

과, 지구과학교육과, 지리교육과, 초등교육과, 화학교육과, 교육학과,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 체육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환

경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때 예비교사의 전공은 자연계열(생물

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화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은 

15명, 비자연계열(가정교육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일반사회교육

과, 지리교육과, 교육학과, 미술교육과, 역사교육과, 체육교육과, 환경

교육과)은 13명, 초등교육과는 12명으로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었

다. 연구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는 PST 01∼PST 40으로 명명되었다.

2. TPACK 발달 프로그램의 구성

예비교사를 위한 TPACK 발달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Niess 

et al.(2009)가 제시한 TPACK 발달 단계를 참고하였다. Niess 

et al.(2009)의 TPACK 발달 단계는 인식(Recognizing), 수용

(Accepting), 적응(Adapting), 탐색(Exploring), 발전(Advancing)의 5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총 15주 동안 매주 3시간씩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1주에는 예비교

사가 인식(Recognizing) 단계를 경험하도록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습

에 적용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주에는 

수용(Accepting) 단계로, 예비교사들이 연구자가 준비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 자료를 분석한 후 토론을 통해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

학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2주차 수업의 소재로는 

태양, 지구, 달에 위치에 관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교수 자료를 활용하

였다. 예비교사의 전공별 차이를 고려하여 유아 대상의 교육자료인 

두브레인(https://tv.naver.com/v/4152283)에서 달은 왜 모양이 바뀔

까? 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동영상 자료의 오류를 찾는 활동, ‘낮에 

나온 반달’ 동요를 제시하고 달과 지구, 태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만든 디지털 교과서 

자료 중에서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요?(hppts:/cls.edunet.net)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특정 전공에 따른 어려움

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였다. 3∼4주는 적응(Adapting) 단계로, 

예비교사들이 조별로 주제를 설정하고 적절한 테크놀로지 교수학습 

자료를 선택한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5주부터 15주까지는 예비교사

가 탐색(Exploring)과 발전(Advancing) 단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5∼9주는 탐색 Ⅰ(Exploring Ⅰ) 단계로, 

조별로 주제를 설정하고 테크놀로지 교수학습 자료를 통합하여 수업 

리허설을 하였다. 수업 리허설에서는 교사 역할과 학생 역할을 정한 

후, 실제 수업과 같이 테크놀로지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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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1∼13주에는 탐색 Ⅱ(Exploring Ⅱ) 단계로, 개인별로 수업 

주제를 선정하고 테크놀로지 교수학습 자료를 조사한 후 수업을 설계

하도록 하였다. 10주는 발전 I(Advancing I) 단계, 14주는 발전 Ⅱ

(Advancing Ⅱ) 단계로, 예비교사들은 수업 리허설과 수업 설계에 대

한 반성을 통하여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에 대한 메타인지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였다. 15주는 발전 Ⅲ(Advancing Ⅲ) 단계로, 예비교사

들은 수업 전체의 과정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에 대한 자신의 

성장에 대한 글쓰기를 하였다. 이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업 중 학생 활동과 발표에 대한 동영상 자료, 그리

고 Table 1에 제시한 수업 자료 중 학생들이 제출한 교수자료, 수업리

허설 자료, 수업 설계 자료, 글쓰기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11∼13주에 예비교사들이 제출한 개인 수업 설계

를 토대로 예비교사의 TPACK 발달 단계를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 

내용 제시, 실습, 안내된 문제 해결, 자율적 문제 해결 등 0∼4단계로 

분석하였다. 이 단계는 Niess et al.(2009)의 TPACK 발달 단계, LoTi 

평가틀(LoTi, 2011), TIM(Allsopp et al., 2007)의 테크놀로지 통합의 

다섯 단계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개발하였다. 먼저 0단계는 Niess 

et al.(2009)에서의 인식(Recognizing) 단계, LoTi 평가틀에서의 Level 

0에 해당하는 단계로, 교사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거

나 이미 보편화된 테크놀로지(투명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우로 

전통적 수업과 구분되지 않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투명한 테크놀로지

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더는 테크놀로지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Cox, 2008). 이 연구에서는 ‘투명한 테크놀로지’의 개념

을 현재의 테크놀로지 상황에 비추어 동영상, 인터넷, 그림판, 파워포

인트까지도 확대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대로 코딩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교수 자료라고 하더라도 교사나 학생과의 상호

작용이 없으며 동영상과 같이 일방적으로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라면 

TPACK 0단계인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따

라서 이 단계로 분석된 예비교사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이 나타

나지 않는다. 1단계는 Niess et al.(2009)에서의 수용(Accepting) 단계, 

LoTi 평가틀에서의 Level 1, 2, TIM에서의 Entry에 해당하는 단계로, 

교사가 교과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지식 이해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내용을 제시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2단계는 Niess et al.(2009)에서의 적용(Adapting) 단계, 

TIM에서의 Adoption에 해당하는 단계로, 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학생에게 테크놀로지를 조작하도록 하며 학생의 테크놀로지 활용 경

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의 교사

는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 자료 사용의 경험을 제공하는 실습의 형태

로 수업을 진행한다. 3단계는 Niess et al.(2009)에서의 탐색

(Exploring) 단계, LoTi 평가틀에서의 Level 3인 Infusion과 Level 4a

인 Mechanical, 그리고 TIM에서의 Adaptation에 해당하는 단계로,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문제를 탐색 및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의 예비교사는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한다. 4단계는 Niess et al.(2009)에서의 발전(Advancing) 단계, 

LoTi 평가틀에서의 Level 4b의 Routine, Level 5의 Expansion, Level 

6의 Refinement, 그리고 TIM에서의 Infusion과 Transformation에 해

당하는 단계로,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탐색 및 해

결할 수 있도록 학습 문맥 및 관련된 자원을 제공하는 단계로 설정하

였다. 이 단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테크놀로지 자료를 활용

하여 모델이나 결과물을 구성하거나 가상 환경 안에서 다양한 관찰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TPACK 발달 단계와 관련 선행 

연구의 단계들을 비교 정리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예비교사의 TPK와 TCK가 TPACK의 발달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

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TPK와 TCK에 대한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TPK는 교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존재, 

구성 요소, 기능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지식이다(Mishra & Koehler, 2006a). 또한 TCK는 

테크놀로지와 내용 지식이 서로 관련된 방식에 대한 지식이며, 최신

의 테크놀로지는 표현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더 새롭고 다양한 

표현 및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할 때, TPK는 테크

놀로지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TCK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내용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와 관련되어 있

다. 따라서 TPK, TCK와 TPACK 발달 사이에서 관계를 분석하기 

단계 주 주제 범주 수업 자료 및 활동

인식 1 TPACK에 대한 이해
토론 

설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사전 설문

수용 2 테크놀로지 교수 자료에 관한 토론 토론
유치원∼고등학교 수준의 태양, 지구, 달에 관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교수 자료

적응 3∼4 조별 테크놀로지 교수 자료 탐색 및 발표 발표 조별 선정 주제에 따른 테크놀로지 교수 자료 

조별

수행

탐색 Ⅰ 5∼9 조별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리허설 발표
수업 리허설

수업에 대한 피드백
조별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리허설 자료

발전 Ⅰ 10 반성 반성적 글쓰기 수업 리허설 참관 후 배운 점 글쓰기

개인

수행

탐색 Ⅱ 11∼13 테크놀로지 활용 개인 수업 설계 및 발표
테크놀로지 활용 

개인 수업 설계 및 발표
발표

발전 Ⅱ 14 반성 반성적 글쓰기 개인별 발표 후 배운 점 글쓰기

발전 Ⅲ 15 종합적 반성
반성적 글쓰기

설문 응답

자신의 TPACK 발달 과정 글쓰기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사후 설문

Table 1. TPACK development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s



Development of Pre-Service Teachers’ TPACK Evaluation Framework and Analysis of Hindrance Factors of TPACK Development

329

위하여 테크놀로지 통합에 관한 이론을 도입하였다. 

먼저 TPK에 관해서는 Howland et al.(2012)의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유의미 학습의 구성 요소 가운데 활동적 학습(Active Learning), 

구성적 학습(Constructive Learning), 의도적 학습(Intentional 

Learning)의 요소를 고려하였다(Howland et al., 2012; Koh, 2013). 

이때 활동적 학습은 학생의 테크놀로지 조작과 관련되어 있으며, 구

성적 학습은 문제 해결, 의도적 학습은 학습 목표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PK의 각 수준을 테크놀로지 조작, 테크

놀로지 활용 문제 해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에서의 목표 설정

의 관점에서 교사에게 주도권이 부여되는지 학생에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TPK-0부터 TPK-4 발달 수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TCK에서는 Gilbert & Justi(2016)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모

델 학습으로부터 모델링 학습에 이르는 단계 가운데 교육과정 모델 

학습(Learning a curricular model), 모델 사용 학습(Learning to use 

a model), 모델 개선 학습(Learning to revise a model), 모델 재구성 

학습(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 새 모델 구성 학습(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o)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때 교육과정 

모델 학습은 학생들에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의 모

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델 사용 학습은 학생들이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경우이다. 모델 개선 학습은 학생들이 제시된 모델을 

변경하여 다른 맥락이나 목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다. 모델 재구성 

학습은 학생들이 기존 모델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해 보는 것이며, 

새 모델 구성 학습은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모델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교

사는 모델링에 관련된 인식론적 관행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Gilbert & Justi, 2016).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의 TCK의 발달 과정에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TCK-0를 모델 없는 학습, TCK-1 수준을 교육과정 모델 학습, TCK-2 

수준을 모델 사용 학습, TCK-3 수준을 모델 개선 학습, TCK-4 수준을 

모델 재구성 및 새 모델 구성 학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Table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TPK 수준과 TCK 수준에 대하여 연구자 및 과학교육연구

자 2인이 Table 2에 제시된 TPACK 발달 단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

였다. 그 결과 TPK의 각 수준인 TPK-0부터 TPK-4까지와 TCK의 

수업에서의 주도권

TPK 수준

조작에서의 주도권 문제 해결 활동에서의 주도권 학습목표 설정에서의 주도권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TPK-0 × × × × × ×

TPK-1 ○ × ○ × ○ ×

TPK-2 × ○ ○ × ○ ×

TPK-3 × ○ × ○ ○ ×

TPK-4 × ○ × ○ × ○

Table 3. TPK development levels according to Initiative in learning using technology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모델 및 모델링 발달

TCK 수준
모델 없는 학습 교육과정 모델 학습 모델 사용 학습 모델 개선 학습 모델 재구성 학습 새 모델 구성 학습

TCK-0 ○

TCK-1 ○

TCK-2 ○

TCK-3 ○

TCK-4 ○ ○

Table 4. TCK levels analysis according to model and modeling development

발달

단계
설정

관련 선행 연구

Niess et al.(2009) LoTi(2011)
TIM(Allsopp 

et al., 2007)

0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

교사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보편화된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는 경우로 전통적 수업과 구분되지 않는다.

인식

(Recognizing)
Level 0 - Non-use 없음

1(내용 제시)
교사가 교과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지식 

이해에 중점을 둔다.

수용

(Accepting)

Level 1 - Awareness

Level 2 -Exploration
Entry

2(실습)
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학생에게 테크놀로지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

우로 학생의 테크놀로지 활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적응

(Adapting)
Adoption

3(안내된 

문제해결)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이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문제를 탐색 및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탐색

(Exploring)

Level 3 - Infusion

Level 4a - Mechanical
Adaptation

4(자율적 

문제해결)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탐색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 문맥 

및 관련된 자원을 제공한다.

발전

(Advancing)

Level 4b - Routine

Level 5 - Expansion

Level 6 -Refinement

Infusion

Transformation

Table 2. Pre-service teacher’s TPACK development stages according to related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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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준인 TCK-0부터 TCK-4까지를 각각 TPACK의 0단계인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부터 4단계인 안내된 문제 해결까지 Table 5와 같이 

연결할 수 있었다. 

TPACK 0단계인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 단계에서는 교사가 자신

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보편화된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는 경우(로 교육에 테크놀로지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TPK-0 수준에서와 같이 교사나 학생 모두 테크놀로

지에 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TCK-0 수준에서와 같이 교사

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TPACK 1단계인 

내용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교과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를 사용하는 경우로 지식 이해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TPK-1 수준에

서와 같이 테크놀로지에 관한 조작, 문제 해결 활동, 학습목표 설정의 

주도권이 모두 교사에게 있으며 학생에게는 어떠한 주도권도 부여되

지 않는다. 또한 TCK-1 수준에서와 같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교육과정에서의 모델을 제시한

다. TPACK 2단계인 실습 단계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학생에게 테크놀로지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로 학생의 테크놀로지 

활용 경험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TPK-2 수준에서와 같이 테크놀로지

에 관한 조작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부여되지만 문제 해결 활동이나 

학습목표 설정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다. 또한 TCK-2 수준에서와 

같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사용하는 방

법을 익히는 수준의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TPACK 3단계

인 안내된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문제를 탐색 

및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TPK-3 수준에서와 같이 테크놀로지

에 관한 조작 및 문제 해결 활동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부여된다. 하지

만 학습목표 설정의 주도권은 아직 교사에게 있게 된다. 또한 TCK-3 

수준에서와 같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제시된 

모델을 변경하거나 다른 맥락, 목적에 적용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TPACK 4단계인 자율적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 

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습 문맥이나 관련된 자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TPK-4 수준에서와 같이 테크놀로지에 관한 조작, 문제 해결 

활동, 학습목표 설정의 주도권은 모두 학생에게 부여되며 교사는 학

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TCK-4 수준에서와 같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기존 모델을 다양한 방법

으로 재현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모델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모델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TPACK의 각 발달 단계와 TPK, TCK 수준과의 관계를 

통해 TPACK 발달 평가틀을 Figure 1과 같이 좌표평면 상에 도식화하

였다. 가로축에는 TCK의 각 수준인 TCK-0 수준부터 TCK-4 수준까

지, 세로축에는 TPK의 각 수준인 TPK-0 수준부터 TPK-4 수준까지 

배열하였다. 그 다음 각 수준에 따라 가로, 세로의 직선을 교차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Table 5에서의 TPACK 0단계인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 단계는 TCK-0 수준과 TPK-0 수준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TPACK 1단계인 내용제시 단계는 TCK-1 수준과 

TPK-1 수준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TPACK

의 각 0단계부터 4단계까지 격자에 배치하게 되면 Figure 1과 같이 

좌표평면에 대각선으로 TPACK의 각 단계가 배열되게 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TPACK 발달 평가틀을 토대로 예비교사들의 

수준을 평가할 때,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자 과학교육 전문가 1인

과 현직 교사인 통합과학교육 박사과정 1인이 함께 자료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두 평가자의 예비교사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공통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틀을 정교

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예비교사의 TPACK 발달 단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TPACK 

단계가 0단계와 1단계로 낮게 분석된 예비교사에 대하여, TPACK 

발달에 대한 저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5∼9주에 조별로 

진행한 수업 리허설 후 예비교사가 개인별로 작성한 피드백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낮은 수준의 TPACK 

발달 단계인 예비교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TPACK 발달에 대한 저해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발달 단계 TPACK 단계 TPK 수준 TCK 수준

0단계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 교사가 수업에서 테

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보편화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우로 전통적 수업과 

구분되지 않는다.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보편화된 테크놀로지(투명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테크놀로지에 관

한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제시하

지 않는다.

1단계

내용제시: 교사가 교과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지식 이해에 

중점을 둔다.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관하여 조작, 문제 해결 

활동, 학습목표 설정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교육과정에서의 모델

을 제시한다.

2단계

실습: 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학생에게 테크

놀로지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로 학생의 테크

놀로지 활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관하여 학생에게 조작에

서의 주도권만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 활동과 

학습목표 설정에서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제공

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모

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3단계

안내된 문제 해결: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테

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이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문제를 탐색 및 해결하도

록 안내한다.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관하여 학생에게 조작과 

문제 해결 활동에서의 주도권만을 제공하고 

학습목표 설정에서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제공

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제

시된 모델을 변경하거나 다른 맥락, 목적에 적

용하도록 한다.

4단계

자율적 문제 해결: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테

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으로 하

여금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 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습 문맥 및 관련된 자원을 제공한다.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관하여 학생에게 조작, 

문제 해결 활동, 학습목표 설정에서의 주도권

을 모두 제공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기

존 모델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하거나, 새로

운 상황에 대하여 모델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모델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PK levels, TCK levels, and TPACK development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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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예비교사의 TPACK 발달 단계와 TPK, TCK의 관계 분석

TPACK 0단계인 투명한 테크놀로지 활용 유형에 속한 예비교사는 

총 10명(25%)으로, 예비교사 PST05, PST13, PST15, PST16, PST18, 

PST24, PST33, PST35, PST36, PST38의 수업 설계가 이 유형에 해당

하였다. TPACK 1단계인 ‘내용 제시’ 유형으로 분석된 예비교사는 

총 12명(30%)으로 예비교사 PST01, PST09, PST10, PST12, PST14, 

PST26, PST27, PST28, PST29, PST30, PST32, PST39의 수업 설계가 

이에 해당하였다. TPACK 2단계인 ‘실습’ 유형으로 분석된 예비교사

는 총 6명(15%)으로, 예비교사 PST06, PST08, PST11, PST21, 

PST31, PST34의 수업 설계가 이에 해당하였다. TPACK 3단계인 ‘안

내된 문제 해결’ 유형으로 분석된 예비교사는 총 6명(15%)으로, 예비

교사 PST19, PST20, PST22, PST25, PST37, PST40의 수업 설계가 

이에 해당하였다. TPACK 4단계인 ‘자율적 문제 해결’ 유형으로 분석

된 예비교사는 총 6명(15%)으로, 예비교사 PST02, PST03, PST04, 

PST07, PST17, PST23의 수업 설계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때 TPACK 0단계와 1단계에 해당하는 예비교사의 수는 총 22명

(55%)으로 절반을 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예비교사의 전공 지식이 

TPACK 수준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교사의 전공

을 자연계열, 비자연계열, 초등계열로 나누고 각 전공계열에 따른 

TPACK 단계별 비율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이때 TPACK 0단계와 

1단계에서는 자연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TPACK 2단계와 

4단계에서는 초등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TPACK 3단계에서

는 비자연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TPACK 발달 단계가 

높을수록 자연계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

여 Table 1에 제시한 예비교사를 위한 TPACK 발달 프로그램은 자연

Figure 1. TPACK evaluation framework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level of TPK and TCK, and the TPACK developmental stage

Figure 2.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TPACK level by major of pre-servi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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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에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5에 제시된 TPK, TCK의 수준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TPACK 발달단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자료들은 Figure 3과 같이 

TPK와 TCK, TPACK의 발달 단계들이 일치하였으나, 예비교사 

PST01, PST08, PST13, PST18, PST22, PST33의 경우에는 TPK와 

TCK의 단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경우 TPACK의 단계는 TPK와 

TCK의 단계 가운데 낮은 단계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 가운데 PST13, PST18, PST33은 각각 TPK-3, TPK-1, 

TPK-2 수준으로 다양하였으나, TCK의 수준은 일관성있게 TCK-0 

수준이었다. 그리고 TPACK의 발달단계도 0단계인 투명한 테크놀로

지 활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예비교사가 테크놀로지

를 활용할 수 있는 TCK 역량이 부족하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수 역량과 상관없이 낮은 수준의 TPACK 발달 단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였으나, 여기서는 TCK

와 TPK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사례만을 선정하여 TPACK의 발달 

단계를 논의하였다. TPK와 TCK의 수준이 불일치하는 사례로 PST01

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업에서 교사를 ‘안내자’가 아닌 ‘조력자’로 설

정하고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따라서 PST01를 TPK-4단계로 분류하였다.

교사가 ‘안내자’가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성하였다. 테크놀로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입식 교육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테크놀로지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테크놀로지 자료

를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출처: PST01의 테크놀로지 수업 설계 자료 중에서)

그러나 PST01의 수업 설계에 대한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테크놀

로지를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내용 제시 유형의 수

업을 설계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TCK-1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

서 PST01의 TPACK 발달 단계는 Figure 1의 평가틀에 근거하여 1단

계로 분류하였다. 

TPK-4 수준이었으나, TCK-3 수준이었던 PST22는 최근의 Covid-19 

감염병 사태에 관련하여 SIR 모델에 대한 수업을 설계하였다. SIR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쇄된 시스템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역학적 모델이다(Harko et al., 2014). PST22의 TPK-4 

수준을 판별한 근거는 학생이 학습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목 간 융합’을 바탕으로 

개념을 가르치는 것과 ‘이 과목을 왜 배워야하는가’라는 학습 의미와 목적을 

학생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도록 한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그래프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한다. 

(출처: PST22의 테크놀로지 수업 설계 자료 중에서)

PST22의 수업 자료인 Figure 4를 살펴보면, 이 예비교사는 매쓰매

티카를 이용하여 SIR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가상의 상황을 제공

하여 학생들이 제시된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

다. 따라서 모델 개선의 단계가 포함되므로 TCK-3 수준으로 분류하

였다.

2200년, 전 세계 인구 100억 명. 어느 날, 코로나2 바이러스에 1명이 

최초 감염되었다. 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연구 중이나 최소 100일은 

Figure 3. Analysis of TPACK developmental stage of pre-service teachers according to TPK and TCK level

Figure 4. Applet used in the PST22’s lesson design 

(http://mathought.com/bbs/board.php?bo_table=03_6&wr_id=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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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감염 발생 첫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세계보

건기구는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서 7일 동안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현재까지 

치사율 0.7%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특이 체질은 

없다고 가정한다.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100일 기준), 인류의 운명은 어떻

게 될 것인가?

(출처: PST22의 테크놀로지 수업 설계 자료 중에서)

결과적으로 PST22의 TPK-4 수준이고 TCK-3 수준이었으므로, 

Figure 1의 평가틀에 근거하여 TPACK 3단계인 안내된 문제 해결 

유형의 수업을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TCK-4 수준이고 TPK-2 수준으로 분석된 PST08는 스텔라리

움이라는 천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가상으

로 별자리를 관측하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PST08는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모델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도

록 하는 TCK-4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별자리에 대해서 단순히 어느 계절에 어떤 별자

리가 있다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밤하늘을 구현하는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여 마치 직접 관측을 나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간접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이후 장기적으

로 기억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출처: PST08의 테크놀로지 수업 설계 자료 중에서)

그러나 PST08은 스텔라리움의 사용법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몇 

가지 대표적인 예제를 학생이 따라 하도록 하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TPK-2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PST08의 수업은 학

생이 제시된 예제를 따라 테크놀로지를 조작하는 TPACK 2단계인 

실습 유형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TPK, TCK의 단계가 일치하지 않는 예비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유형을 Figure 5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교

사의 TPK와 TCK 수준의 조화를 토대로 TPACK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TPK나 TCK에 대한 독립적인 발달이 아닌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TPACK의 발달을 주장한 선행연구의 결과

(Angeli, 2005; Angeli & Valanides, 2005; Valanides & Angeli, 2006, 

2008a, 2008b)를 뒷받침한다. 

이 결과를 통해 예비교사에게 TPACK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경우 예비교사의 현재 TPK와 TCK 역량에 대하여 사전

에 파악하고 TPACK 발달을 위하여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할 때 예비

교사의 TPACK 발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교사에게 TPK와 TCK를 적절히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예비교사의 TPACK 발달에 대한 저해요인

TPACK 0단계와 1단계로 분석된 예비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

한 의견 가운데 TPACK의 발달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

를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가. 학생의 자율적 학습 능력에 대한 불신

PST12는 학생 스스로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어려우며, 교사

가 학생과 함께 교과서를 읽고 관련된 테크놀로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식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 PST12가 의미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유형은 TPACK 1단계인 

내용 제시라고 판단되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미리 읽고 오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서를 읽어주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식의 수

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수업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내용에 관련된 테크놀로지 자료를 제공하고 조작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PST12의 1조에 대한 조별 수업 피드백)

Figure 5. Interactive aspects between TCK and TPK level and TPACK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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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15는 학생들이 테크놀로지 자료의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이용

하여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조사

한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PST15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일정한 방향

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학생에게 부여했던 학습 목표

에서의 주도권을 오히려 교사가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며 곧 한계에 부딪힐 것 같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조사한 지식

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그 신뢰성에도 의문이 든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주제만 제시했기 때문에 학습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는 너무 좁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PST15의 1조에 대한 조별 수업 피드백)

PST12와 PST15는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율적 문제 해결에 의한 학습 효과에 대

하여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TPACK 발달 단계 중 높은 단계인 

안내된 문제 해결이나 자율적 문제 해결은 나타나기 어려웠다. 

나. 학생의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불신

PST01은 학생들이 발표 내용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자료를 제작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을 우려하였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학생이 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발표하는 학생의 경우, 발표를 위하여 내용을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을 듣는 학생은 발표자의 설명만으로는 이

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

들은 달과 태양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스크래치 자료를 만들고 그 내용

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스크래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다. 교사의 설명 없이 학생의 발표만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내용을 이해키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발표하는 학생은 발표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공부했지만 수업에서 발표자의 

발표만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PST01의 1조에 대한 조별 수업 피드백)

PST14의 자료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관찰되었다. PST14는 수업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이 서로 잘 아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통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여 탐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마다 

학습한 내용이 다릅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통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학습을 한 뒤 교사가 발표할 내용을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ST14의 2조에 대한 조별 수업 피드백)

PST14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한 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마다 

서로 다른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조별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구성하였지만 PST14는 이러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오히려 PST14는 교사가 동일

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동일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후 

발표 부분만 다르게 하는 식의 TPACK 1단계인 내용 제시 유형의 

수업을 제시하였다. 

PST01과 PST14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으로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사 중심의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

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지식의 구성주의적인 관

점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념에 

의해 높은 수준의 TPACK 단계에 해당하는 안내된 문제 해결이나 

자율적 문제 해결은 나타나기 어려웠다. 

다.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 제약

PST05는 자율적 문제 해결 활동을 모둠 활동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때 PST05가 제안한 모둠 활동은 여러 학생의 

문제 해결 활동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조작을 함께 실시

한다는 의도로 제안된 것이었다.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수업시간이나 공간에서 결과물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PST05의 1조에 대한 조별 수업 피드백)

PST05와 같이 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둠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개별 학생의 자율적 문제 해결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

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PST05는 수업 시간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따라 자율적 문제 해결이나 안내된 문제 해결 대신 실습 유형의 수업

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PST09는 현재 교육과정으로 인한 한계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율적 문제 해결이나 안내된 문제 해결 유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에게 학습의 주도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이 강조된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에서 한 시간 안에 학습해야 

하는 내용의 분량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율적 문제 해결이나 안내

된 문제 해결 유형의 수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2조의 수업을 실제로 학교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하였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테크놀로지를 다루며 탐구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한 시간 안에 다루어야 할 많은 내용

이 있다. 만일 두 조의 수업 방식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1년 동안 이루

어지는 수업 내용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PST09의 1,2조에 대한 조별 수업 피드백)

이러한 학교 현장에 대한 현실적 제약에 대한 인식은 예비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구현하기 보다는 현실에 타협할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of Pre-Service Teachers’ TPACK Evaluation Framework and Analysis of Hindrance Factors of TPACK Development

335

Ⅴ. 결론 및 교육적 함의

이 연구에서는 TPACK 발달을 위한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수업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실천적인 TPACK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한 TPACK 평가틀을 토대로 

예비교사의 TPK, TCK, TPACK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

사들의 TPK, TCK, TPACK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TPK

와 TCK의 수준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이때 TPACK의 

수준은 TPK와 TCK의 수준 가운데 낮은 수준을 따라 나타났다. 따라

서 예비교사의 TPACK 역량 발달을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TPK, TCK

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TPK, TCK의 역량 발달에 

도움을 제공해야 TPACK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TPK와 TCK의 불균형이 나타난 사례 중에 TPK가 

높은 사례가 TCK가 높은 사례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TPK 측면에서 발달이 이루어져 있지만 TCK 측면에서 

발달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Graham et al., 

2009; Harris & Hofer, 2011; Hofer & Harris, 2012; Polly, 201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교사의 TPK 수준에 따라 적절한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내용 지식을 표현하도록 하는 설계 경험을 제공하

여 TPACK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Angeli & Valanides, 2009; 

Koehler et al., 2007). 이와 함께 예비교사가 특정한 테크놀로지에 

대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Inan 

& Lowther, 2010).

TPACK 발달 단계가 0단계나 1단계인 예비교사가 가지는 TPACK 

발달 저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생의 자율적 학습 능력에 대한 불신, 

학생의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불신, 학교 현장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교육과정적 한계에 대한 인식 등이 도출되었다. 교사는 교실에서 교

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업을 설계하여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도입하는 

주체이다(Choi & Paik, 2020b). 따라서 교육 현장에 테크놀로지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Niess, 2011). 그러나 현직 교사들에게는 자신이 지도하는 교과 내용

에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Stoilescu, 2015).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대부분

은 학부 1,2학년으로 테크놀로지와 상당히 친숙한 연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rtmer(1999)가 언급한 

테크놀로지 활용을 저해하는 2차 장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예비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 대한 신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은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적 교수에 대한 불

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 중심 수업의 효과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신

념을 가진 예비교사들의 변화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수업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Ottenbreit-Leftwich et al., 2010; Putnam & 

Borko, 2000). 따라서 예비교사에게 학생 중심의 관행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현직 또는 예비교사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Glazer et 

al., 2009)은 예비교사의 실천적인 TPACK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며 학생이 테크놀로지

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

다. 이를 위하여 예비교사로 하여금 TPK와 TCK의 균형잡힌 발달과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제거를 통하여 실천적인 

TPACK 역량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 교사 양성대학에서 40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TPACK 발달을 위한 15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비교사의 

TPACK의 실천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TPACK 발달 평가틀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발달 평가틀은 TPK(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 TCK(Technological Content Knowledge), TPACK이 각

각 0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예비교사

의 TPK, TCK, TPACK 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예비교사의 

TPK, TCK, TPACK 수준은 일치하였으나, 일부 예비교사의 경우 

TPK와 TCK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때 TPACK 수준은 TPK와 TCK 

가운데 낮은 수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PACK 수준이 

낮은 예비교사가 갖고 있는 TPACK 발달 저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생의 자율적 학습 능력에 대한 불신, 학생의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불신, 학교 현장의 현실적 제약에 대한 인식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인 TPACK 발달을 위해서는 예비교사에

게 균형잡힌 TPK와 TCK의 발달을 돕고, 예비교사가 갖고 있는 

TPACK 발달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제어 : TPACK 발달, 예비교사, 평가틀,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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