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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앱 활용 수학 수업을 위한 예비교사의
TPACK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방안1)

김부미2)

본 연구에서는 예비수학교사가 고등학생들의 집단창의성 신장을 위한 모바일 수학 학습 콘텐츠인
애플리케이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을 활용하여 사범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을 함양하고 수학 수업에서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다.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예비교사의 수학수업 전문성을 향상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사전교육, 목표설정, 수업계획, 수업실습, 수업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
정에서 예비교사들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평가하였고, 앱의 두 활동에서 고등학생들이 집단창의성을 발
현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과제대화록, 레슨 플레이, 반성적 저널,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교육프
로그램 적용 결과, 예비수학교사의 TPACK을 함양할 수 있었고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학생과의 수
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예비교사교육, 집단창의성, 수학적 의사소통

Ⅰ. 서론

최근 수학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가 출현하고, 디지털 테크놀로
지의 학교 수업 적용 방안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ttard(2018), Sedaghatjou &
Rodney(2018), Soldano & Arzarello(2018), 김부미(2022a, 2022b) 등의 연구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협력적 문제해결 수학 수업은 비형식적 활동과 형식적 활동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교실 안과 밖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돕고, 활발한 토론과 합의
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학 수업에서 개인의 창의성보다 더 큰 창의적 시너지를 발휘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창의성을 기를 것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지현, 이종희, 2017; Suh, Matson, & Seshaiyer, 2017; Greefrath & Siller, 2018; 정혜윤, 이경화,
2019a, 2019b; 김민경, 이지영, 2020, 김부미, 2022a, 2022b). 그러나 중등 수학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집
단창의성 향상을 위한 수학 수업을 계획, 운영, 평가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디지털 수학 학습 콘텐츠
를 활용해 다수의 학생과 의사소통하면서 학생의 다양한 반응을 직접 경험하거나 각종 수업 지원 매
체를 접할 기회도 매우 적다. 예비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수업 내용과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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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관한 전문성을 개발하지 않고는 테크놀로지를 자신의 수업에 적절히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테크놀로지 강의에서 테크놀로지 사용 목적은 의사소통이나 자료보다
는 후일 수학 수업에 직접 사용이 목적이며, 수학교사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 통합 차원의 고려나 도
구 차원에서 교사의 반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장경윤, 2017).
중등 수학 예비교사들은 수학적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수학 과제를 분석하거나 학생들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상상한다(김지수, 이수진, 2017). 수학적 의사
소통 교육을 위해 레슨 플레이(Lesson Play)를 교사교육에 적용한 권오남 외(2013), 김선희(2013), 이
지현, 이기돈(2015)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예비교사들은 토의·토론 수업을 상상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한 학생의 발표 후 다른 학생이 그 내용을 토론할 기회를 주기보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바로 참과 거짓을 판별해 주는 대화를 작성하거나, 수학 개념이나 원리를 바로 설명
하는 등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논의기반 수학 수업 구현을
위해 예비교사에게 과제대화록을 작성하게 한 결과, 대부분의 예비교사는 한 가지 이상의 옳은 문제
해결 방법을 예상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문제를 옳게 해결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문제해결 방법을
묻는 것 외의 수학적 사고를 탐색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발문을 어려워하였다(김지수, 이수진, 2017).
따라서 예비교사들에게 학생들과 어떻게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식과 경험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집단창의성 신장을 위해 테크놀로
지를 통합한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수학 수업을 운영하는 능력 신장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 방안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예비교사에게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의 집단창의성 신장을 위
해 스마트기기와 연동되는 수학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학 수업에
서 테크놀로지 통합의 복합성 및 도구화를 고려함으로써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Technology,
Pedagogy and Content Knowledge:이하 TPACK)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등 예비수학교사가 집단창의성 신장을 위한 모바일 수학 학습 콘텐츠인 애플리케이션

을 활용하여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을 함양하고 수학 수업에서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김부미(2022a; 2022b)의 후속 연구로서, 사범대학 수학교
육전공 정규 교과목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학습유도성(affordance)을 검증받은 하이브리드
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3)”을 이용해 예비교사의 TPACK 신장과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수학교육에서 TPACK에 관한 연구는 TPACK의 개념적 모델 개발 연구(Koehler, Mishra, Kereluik,
Shin & Graham, 2014: Mishra & Koehler, 2006, 이민희, 2011), TPACK의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에 대한 연구(Archambault & Crripen, 2009; Chai, Koh & Tsai, 2010; Schmidt et al, 2009), TPACK

3) 이 앱은 ‘ 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과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의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고(http://wkumath.newits.co.kr/),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과 함
께 개발되었음. 각 활동은 수업열기, 오늘뭐하지, 모둠별토론방, 학급토론, 생각넓히기, 선생님 도와주세요의 단
계로 구성되며, 자세한 설명은 김부미(2022a, 2022b)에 각각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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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임해미, 2009; 강순자ㆍ장미라, 2016; Chai, Koh, & Tsai, 2010; Latham &
Carr, 2012; Lubin & Ge, 2012), 수학교사교육에서 TPACK에 대한 연구(Niess, 2011; Mistretta, 2005;
장경윤, 2017)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테크놀로지의 활용 방향
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배우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수학 수업에서 학습 내용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효과적인 교육 방식의 통합이다(Mistretta, 2005).
TPACK은 교과내용, 교육학, 테크놀로지 지식의 상호작용으로 발현되는 지식으로서,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과 테크놀로지 교수지식(TPK), 테크놀로지 내용지식(TCK) 등의 모든 요소가 끊임없이 상
호작용 하면서 역동적인 균형을 만들어 유기적으로 통합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장경윤, 2017; 임해
미, 2009; Chai, Koh, & Tsai, 2010; Mishra & Koehler, 2006). 수학 교과에서 PCK는 수학 내용에 대
한 지식과 학생에 대한 지식을 결합한 형태로, 특정한 수학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최승현, 2007; 최승현, 황혜정, 2008; Ball, Thamas, & Phelps,
2008). 예를 들어, 수학 교육과정에 진술된 학습목표와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지
식, 수학 내용 영역(CK)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지식, 학생들이 특정 수학 내용을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지식, 수학 수업과 관련된 평가에 대한 지식 등을 말한다. 수학 교과에
서 TCK는 가르칠 내용과 테크놀로지를 상호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하여 가르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지식이다(임해미, 2009; Koehler &
Mishra, 2008, 2009; Koehler, Mishra, Kereluik, Shin & Graham, 2014). 예를 들어, 교사가 함수 영역
에서 문제해결 수업을 하고자 할 때, 규칙성 찾기나 표 만들기와 같은 문제해결 전략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거나 각 수학 내용에 맞게 여러 가지 표상을 선택, 적용, 변환하는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
법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수학 교과에서 TPK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적 설계와 전략에 관한
지식과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수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아
는 것을 의미한다(임해미, 2009; Koehler & Mishra, 2008, 2009; Koehler, Mishra, Kereluik, Shin &
Graham, 2014).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지식, 테크놀로
지를 활용한 개별 수업 또는 그룹 수업을 위한 자리 배치 및 학생 역할 부여 등에 대한 지식이 해당
된다.
이처럼 TPACK은 교사들이 교육적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교수학적 내용지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수학교사의
TPACK에는 수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테크놀로지 관련 내용을 실제 수학 수업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
한 지식,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수학 내
용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구안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 수학 평
가의 질을 향상하는 데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지식 등이 해당한다. 즉, TPACK은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여 교수․학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총합체이다. 특히, Niess(2016)는 예비수학교사가 TPACK을 형
성한다는 것은 (1)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수에 대한 개념, (2)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고와
지식에 대한 이해, (3)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육과정과 그 자료에 대한 지식, (4)테크놀로지를 통합 수
업과 그 수업전략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TPACK의 4가지 하위요소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가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수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학습전략에 근거한 온라인 TPACK 학습 경로를 [그림 Ⅱ-1]과 같이 설계하였다. Niess(2016)에 의하
면, 수학 수업에서 협업,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것이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수
(teaching)이다. 예를 들어, [그림 Ⅱ-1]의 산출물 중 파워포인트는 소통을, Google Docs는 협력을, 그
외는 조사를 강조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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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TPACK 학습 경로 설계(Niess, 2016, p.134)

TPACK 개발 과정은 개인과 팀 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비
교사들은 커뮤니티(그룹)를 형성하고 학습한 TPACK 내용을 소통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전략과 수업 경험, 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때 보인 사고와 수
학적 지식 등에 대한 반성적 쓰기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TPACK의 4가지 하위요소를 신장할
수 있다. Niess(2016)의 온라인 TPACK 학습 경로의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산출물의 탐구 행동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온라인 TPACK 학습 경로의 테크놀로지와 탐구 행동 및 강조점(Niess, 2016, p.135)

구분 테크놀로지 통합 산출물 5E 모형의 탐구 행동 탐구 행동의 강조점

1 파워포인트 참여(Engage)
아이디어를 소통하고 반성하기
- 주어진 글을 읽기보다 아이디어에 대한 청자
로 참여하면서 반성한다.

2 즉각적 탐색 조사(Explore)
설명(Explain)

테크놀로지를 탐색하기
- 코스의 수학 학습에서 테크놀로지 사용을 경
험하기 전에 테크놀로지를 탐색해 본다.

3 웹 검색
참여(Engage)
조사(Explore)
설명(Explain)

웹 기반 탐구를 설계하기
- 학생들이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
참여한다.

4 애플리케이션

참여(Engage)
조사(Explore)
설명(Explain)
정교화(Elaborate)

수학 주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학습
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단원(lesson package)을
설계하기

5 Google Docs 등 보고서
작성

설명(Explain)
평가(Evaluate)

협력적 쓰기를 통해 강점, 약점, 기회 등을 설명
하고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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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2016)는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수업에서 예비교사의 TPACK을 기르기 위해 설계기반 연구
방법에 따라 시각적 조작 테크놀로지에 대한 3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받아 재설계하는 실제
기반 과업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그림 Ⅱ-2] 참조). 이 3가지 과업은 순환적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
수한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테크놀로지 통합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구
상을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단, PST: Pre-service Teacher)
[그림 Ⅱ-2] TPACK 신장을 위한 실제 기반 할당 과제(Suh, 2016, p.319)

예비교사들이 수행하는 일련의 실제 기반 과업(Practice-based Assignment:PBA)중 첫 번째는 먼저
학교 수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여러 웹사이트와 테크놀로지의 효과성을 주어진 10개 기준에 따라 분석
하고 테크놀로지의 인지적 요구 수준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특정 수학 개념 학습의 수직적 발달을 지
원하는 애플릿(applet)을 평가하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예비교사들은 학생의 수학적 개념 발달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은 테크놀로지가 강화된 수학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반성한다. 이때, 예비교사들은 현직 수학교사들로부터 테크놀로지의 더 많은 실제 특징을 배우고 현장
경험을 쌓아 미래 수학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 다시 실제 기반 과업을
순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예비교사들은 수학 수업에서 학생의 수학적 이해
를 돕는 효과적인 테크놀로지 통합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구상을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 수학적 의사소통 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방안

교사가 학생의 이해에 기초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 간의 수학적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수업 전개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적 의사소통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
올 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예상 반응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발표시킬 것인지와 같
은 교사의 행동이 포함된다. Smith & Stein(2013)은 수학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할수록 학생 사고에 기초하면서도 교사가 설정한 수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Spangler와 Hallman-Thrasher(2014)는 하나의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 과정과 답안을 작성하

고 이와 관련된 학생 반응과 교수학적 대처를 학생과 교사의 일대일 상황에서의 가상의 대화로 작성
하는 활동을 고안하고 이를 과제대화록(Task Dialogue)이라고 명명하였다. 예비교사들은 과제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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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실제 학생을 지도할 때 그 학생의 수학적 사고에 집중하
면서 의사소통을 이끌어 나갔다(Spangler & Hallman-Thrasher, 2014). 예를 들어 학생이 옳게 답할
때도 새로운 전략들이 있을지 탐구해 보게 하거나 학생에게 일반화 혹은 정당화의 과정을 요구하며
사고를 확장할 기회를 주었다. 신보미(2012)의 연구에서 예비수학교사들은 현실 맥락을 연속적으로 수
학화하거나 주어진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결과가 초기의 문제해결 과정과 답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제대화록 작성은 다양한 문제해
결전략을 사용하고 현실 맥락을 수학화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레슨 플레이는 수업 상황과 학생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추론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를 상상해보고 이를 연극 대본처럼 작성하는 것이다(Zazkis,
Liljedahl & Sinclair, 2009).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과제대화록과 달리, 레슨 플레이는 수업
상황 전체와 여러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레슨 플레이는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특히, 가상의 대화를 작성하면서 예비교사들은 학생의 사고를 탐색해 볼 수 있
으므로, 수업 관찰을 하는 것보다 학생의 수학적 사고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Zazkis & Sinclair, 2013). 레슨 플레이는 예비교사들에게 학생의 반응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
에 대한 적절한 교수학적 대처 능력을 관찰하기에 적절하다.
예비교사는 자신의 교수실행에 대한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신

의 교수실행을 반성할 수 있다. 과거의 교수실행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교수내
용지식(PCK)와 해석적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
다(García, Sánchez, & Escudero, 2006). 반성적 저널에는 수학 과제, 수업계획 및 분석, 학습 환경, 수
학적 의사소통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예비교사의 반성적 저널 작성은 예비교사의 교수학적 이론과
자신의 실천을 통합하는 유용한 수단이다(Chapman, 2008).
토의·토론에 바탕을 둔 협력학습은 교사가 수업의 많은 부분을 학생에게 위임하므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사전에 수업을 계획하고 조절하며 학습주제를 원하는 방향으
로 이끌어가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연
구되고 있는 학생의 집단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예비교사가 먼저 집단창의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단 융통성, 집단 유창성, 집단 독창성, 집단 정
교성을 외현화할 수 있도록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집
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학습과제 선정 및 조직, 수업 활동 구성은 김부미(2022a, 2022b)에서 개발한 하
이브리드 앱을 사용하므로, 예비교사의 집단창의성 관련 과제 개발 및 그 활동 구성 능력 신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학생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해 학생과 수학적 의
사소통을 하고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수업 운영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학교수학에서의 집단창의성은 ‘집단구성원들이 수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 검증, 개

선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뛰어난 산출을 개발, 평가하는 집단의 능력 또
는 그 해결 과정’이다(김부미, 2022a). 이러한 집단창의성은 하나의 공동 과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보유
한 집단구성원들이 집단 수준에서 지식을 확장하고 구조화하는 활동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예비교사
는 집단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시키
고 검증해 합의하는 과정을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과제대화록 작성. 레슨
플레이, 반성적 저널 쓰기 활동을 통해 집단 유창성, 집단 융통성, 집단 정교성, 집단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째, 예비교사는 답은 열려 있되 의도가 쉽게 이해되
는 명쾌한 발문,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발문, 같은 문제에 대해 많은 해결
전략이나 방법을 만들도록 하는 상호작용을 과제대화록에 작성해 봄으로써 집단 유창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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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한 집단구성원이 생성한 아이디어를 보고 다른
구성원이 관련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관계없는 개념들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발문을 과제 맥
락에서 적절하게 끌어내는 과제대화록이나 레슨 플레이에 작성해 봄으로써 실제 수업에서 집단 융통
성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집단구성원들이 문제해결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비판적 검토를
하는 상호작용 활동을 레슨 플레이나 반성적 저널을 작성해 봄으로써 집단 정교성을 이해하고 관련한
수업 활동을 사고실험 해 볼 수 있다. 넷째, 학생이 이전에 산출된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게 하는 발문을 통해, 학생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대해 교사가 합리화하면서
더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과제대화록이나 레슨 플레이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교
사는 집단 독창성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2019년 2학기 ‘수학교육현장연구’ 교과목을 수강하는 사범대학 수학교육
과 4학년 학생 12명으로 남학생 6명과 여학생은 6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4학년 1학
기에 교육실습을 경험하였고,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이수하였다. 특히,
‘수학교육공학’, ‘수학교과교육론’,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면서 테크놀로지를 학습에 통합시키
는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방법, 수학 교수․학습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숙지하고 있었다. 특히 12명 모두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강의의 모의수업을 통한 마이크로 티칭에서
모두 A 또는 A+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예비교사는 3명씩 4개 조로 구성하였다.

2.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앱을 활용한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모바일, 온오프라인 연계 수학 수업에서 예비교사의 TPACK과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표 Ⅲ-1>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
램은 Niess(2016)의 TPACK 학습 경로와 Suh(2016)가 제안한 실제 기반 과업 3단계에 따라 사전교육,
목표설정, 수업 계획, 수업 실습, 수업 평가의 단계로 설계하였다. 수업 계획, 수업 실습, 수업 평가 단
계는 Suh(2016)가 제안한 실제 기반 과업 3단계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리고 Niess(2016)의 TPACK
학습 경로의 산출물, 개발도구, 개발과정을 각 단계 내의 활동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수에 대한 개념,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고와 지식에 대한 이해, 테크놀로지를 통
합한 교육과정과 그 자료에 대한 지식,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과 그 수업전략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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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활동

사전교육
(1-6주)

∙TPACK 개념 및 테크놀로지 통합 산출물에 대한 평가
∙CPS/집단창의성에 대한 이론 및 교수학습 방법 이해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고 전략 및 협력학습 방법 이해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앱의 두 가지 활동의 ‘모둠별토론방’ 단계의 실제 고등학생의 모둠
활동 대화록 분석

목표설정
(8-10주)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앱 <집단창의성 신장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 의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과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
각각 수업열기, 오늘뭐하지, 모둠별토론방, 학급토론, 생각넓히기 5단계 활동 수행

∙Suh(2016)의 평가틀에 따른 앱(테크놀로지)의 두 활동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별
토의(협력적 쓰기)

∙앱의 두 활동의 과제 분석 및 모둠별 토론, 생각넓히기 단계에 대한 과제대화록 작성
∙테크놀로지 평가 보고서 및 과제대화록에 대한 교수와 동료의 피드백
∙1차 반성적 저널 작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앱의 두 활동을 활용한 수업 목표 설정

수업계획
(11-12주)

∙앱을 활용해 고등학생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모둠별 토론 활동, 학급토론, 생각넓히기
단계에 대한 레슨 플레이 작성

∙앱을 활용해 고등학생의 집단창의성 발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2차 반성적 저널 작성

수업실습
(13주)

∙서울 J 고등학교에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앱의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 활동을 적용한 수학 수업 실시

∙전북 W고등학교에서 앱의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을 활동을 적용한 수학 수업
실시

수업평가
(14주-15주)

∙3차 반성적 저널 작성
∙수업 실습 후 토의 학습을 수업 반성

단, 8주차는 1-6주 사이에 학습한 이론에 대해 수시고사를 실시함

<표 Ⅲ-1> 예비교사 프로그램

첫째, 사전교육에서 예비수학교사들은 ‘수학교육현장연구’(3학점) 강의에서 6주 동안 TPACK에 대
한 개념 학습 및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산출물에 대한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론(Creative Problem
solving: CPS)과 집단창의성 이론과 교수·학습방법,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고 방법,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방법 등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협력학습 방법 등을 학습하였다. 특히,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웹과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수학교육용 콘텐츠를 조사하여 파워포인트로 정
리해 발표하고 토의를 통해 그 적합성을 반성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TPACK 학습 경로를 적용하면,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앱 평가 활동 중 산출물은 앱을 조사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조별
토의 및 수강생 전원 토의를 통한 반성 활동은 개발도구이며, 이때 적용한 탐구 기반 학습이 개발과
정에 해당한다. 특히, 반성 활동은 Niess(2016)의 테크놀로지 탐구 행동 및 강조점(<표 Ⅱ-1> 참조)의
5개 활동 중 4번(수업 설계)을 제외하여 반영하고, 5단계의 협력적 쓰기의 산출물은 Google Docs를
활용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하였다([그림 Ⅲ-1] 참조). 교수는 모바일/온라인 기반 수학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대해 <표 Ⅲ-2>에 따라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피드백하였다. 또한 집
단창의성 이론을 학습할 때는 김부미(2022a, 2022b)에서 개발한 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을 활용한 실제 고등학생의 모둠별 토론방 활동의 대화록을 분석하여 집단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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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4개 하위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은 하
이브리드 앱으로서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과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라는 두 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교사들은 3명씩 1개 조를 이루어 두 활동에
서 나타난 실제 고등학생의 모둠별 토론방의 대화록을 각각 1개씩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교수
와 동료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림 Ⅲ-1] 수학교육용 학습 콘텐츠 조사보고서 예시 및 교수의 피드백 예시

둘째 목표설정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은 3명 1조로 하이브리드 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의 두 활동에 대하여 각각 5단계를 모두 수행하고 <표 Ⅱ-1>의 4단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탐구모형을 평가하고 협력적 쓰기를 통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별 토의를 한
다. 이때, Suh(2016)가 제안한 3개의 실제 기반 과업 중 1단계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의 각 단계 활동
의 인지적 요구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표 Ⅲ-2> 참조). 그런 다음, 앱의 두 활동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과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의 모둠별 토론방 활
동에 대한 과제대화록을 작성한다. 과제대화록을 작성할 때는 학생의 수직적 개념 발달을 위한 과제
분석 후, 집단 유창성, 집단 융통성, 집단 독창성, 집단 정교성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발문과 이에 대
한 1명의 학생의 반응을 적도록 한다. 과제대화록은 각 활동의 과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모둠별
토론방과 생각넓히기에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작성하게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과제대화록은 예비교
사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발문 능력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1명의 학생의 예상 반응을
적도록 변형하고, 모둠별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다음 단계인 수업계획의 레슨 플레이에서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수학교육현장연구’ 강의에서 테크놀로지 평가에 대한 조별 토의 결과와 과제대화록을 발
표하고 동료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은 개별적
으로 1차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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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테크놀로지 평가틀(Suh, 2016, p.319)

연번 평가 기준 배점 관련 의견

1
이 단계의 앱 활동(웹사이트)은 실제 물리적 교구 조작 등의
대안적 접근보다 더 좋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이 단계의 앱 활동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단계(활동)를 거치지
않고 수학 내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3 이 단계의 앱 활동은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이 단계에서 활용한 공학적 도구는 학생의 개념적 지식을 발달
시키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

5
이 단계에서 활용한 공학적 도구는 학생의 절차적 지식을 발달
시키고 기능(Skills)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

6
소프트웨어(또는 웹사이트)는 교사가 학생의 보고서와 활동 관
련 기록을 이용하여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의 기능(skills)이 구
현가능한 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

8 이 애플리케이션은 성차,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9
이 단계 앱 활동의 공학적 도구(또는 앱 활동)는 학생들의 긍
정적 상호작용과 토의를 촉진한다.

10
이 단계 앱 활동의 공학적 도구(또는 앱 활동)는 질 높은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셋째 수업 계획 단계에서 예비교사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 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의 각 활동 중 ‘모둠별 토론방’, ‘학급토론’, ‘생각넓히기’ 단계에 대한 레슨 플레이
를 개인별로 작성한다. 레슨 플레이는 Suh(2016)가 제안한 실제 기반 과업 중 2단계를 변형해 앱 활
동을 평가하기보다는 예비교사 개인별로 4명의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모둠의 협력학습을 가정하고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작성한다. 대본에 작성해야 할 수학적 의사소통은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
생 사이의 담화 또는 교사의 수학적인 발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특히, 모둠별 토론방은 4명의 성
취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개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므
로, 레슨 플레이에 과제대화록에서 작성한 발문과 내용을 참고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적고 모
둠원 간 수학적 의사소통, 교사와 학생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상상하여 작성하게 한다. 특히, 개별로
작성한 레슨 플레이를 조별로 검토한 후,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모바일 기반 수학 교수․학습 상황임을
고려하여 학생 반응과 교수학적 대처를 중심으로 작성하게 한다. 교실 밖 모바일/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을 구분하여 레슨 플레이를 협력적 쓰기를 통해 작성한다. 그런 다음, 예비교사들은 조별 토의를
통해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의 집단창의성 신장을 위해 수업전략, 테크놀로지를 수업 내용과 수
업 방법 및 전략에 통합해 수학적 의사소통 활동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에 대해 조별로 1부의 교수․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게 한다. 교수․학습지도안에는 앱에 제시한 과제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의 관련
성, 기대하는 학생의 이해 수준은 어떠한지, 조별로 작성한 레슨 플레이의 내용을 포함하여 집단창의
성 발현을 위한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 및 유의점, 집단창의성의 하위요소가 무엇인지를 작성한다. 또
한, LM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그래픽 계산기, 표 및 대화방 기능 등 테크
놀로지의 교수학적 활용 방법도 작성하게 한다. 작성한 조별 교수·학습지도안은 ‘수학교육현장연구’ 강
의 시간에 동료평가를 통해 개선하게 한 후 2차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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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업 실습 단계에서 예비교사는 하이브리드 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
학”을 활용하여 모바일, 온·오프라인 연계 수학 수업을 하였다. 실습은 Suh(2016)의 실제 기반 과업 3
단계를 적용하여 현직 교사의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현직 교사는 총 2명이고 이 중 1명은 서
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경력 15년의 수학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하이브리드 앱 제작 전 과정에 워
킹그룹으로 참여한 교사이다. 다른 1명의 수학교사는 전국수학문화회의 수학 체험전을 기획, 관리하며
평소 공학적 도구를 통합한 수학 수업을 하는 수학교육학 석사학위의 전북교육청 소속 24년 경력 교
사이다. 예비교사 중 6명은 서울 J고등학교에서 2학년 1개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
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를, 예비교사 중 6명은 I시의 W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개 반을 대상
으로 하이브리드 앱의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 활동을 활용해 실제 수업을 하였다. 두 학교
에서 모두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실습 수업을 한 학생은 3명이었다.
마지막 단계인 ‘수업 평가’는 3차 반성적 저널 작성과 수업 후 토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수

업을 한 후 예비교사들은 3차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며 자기평가를 하였다. 반성적 저널은 수업 실습
후 예상과 달랐던 학생들의 반응,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수업에 대한 반성 및 개선점, 집단창의성 발
현을 위한 ‘모둠별 토론방’, ‘생각넓히기’의 학생 토의 활동 지도에 대한 반성 및 개선점 등을 작성하도
록 하였다. 수업 후 토의 활동에서는 고등학생의 활동과 예비교사의 활동이 녹화된 수업 동영상과 하
이브리드 앱의 LMS에 기록된 학생들의 대화록을 함께 보면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과 테크놀로지 통
합한 수학 수업 운영에 대해 동료평가를 하였다. 동료평가 후 수업 분석을 할 때 예비교사는 1차/2차
반성적 저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토의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현장연구’ 강의에 참여한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설정, 수업계획, 수
업 실습, 수업 평가 단계별로 산출한 예비교사의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테크놀로지 평가 자료, 반성
적 저널, 예비교사 모둠별 토의토론 영상, 수업 동영상을 수집하였다. 조별로 수업 평가 단계가 끝난
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조별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레슨 플레이를 작성할 때의 고려한 점, 테크
놀로지 통합 방식 및 반성 차원 등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하였다.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수업계획, 수업 실습, 수업 평가의 산출물은 ‘수학교육현장연구’ 강의가 종료된 이후 3개월에 걸
쳐 회고적 분석을 하였다.
목표설정 단계에서 예비교사가 작성한 애플리케이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러닝 고등수학”에

대한 평가는 <표 Ⅲ-2>에 따라 그 적합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비교사의 조별 토의 활동은 <표
Ⅱ-1>의 4단계의 탐구 행동인 참여, 조사, 설명, 정교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때, 정교화 관점은 수
업 계획 단계에서 각 조가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과 함께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예비교사가 설정한
수업 목표의 적절성은 예비교사의 수업 실습을 지도한 교사들과 함께 평가하였다. 수업 계획 단계에
서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실습 동영상은 예비교사의 과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문의 적절
성, 학생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의 적절성, 참여 고등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집단창의성의 하위요
소 발현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Niess(2016)가 제안한 [그림 Ⅱ-1]의 TPACK의 4가지 하
위 요인별로 <표 Ⅲ-3>에 따라 동료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예비교사는 <표 Ⅲ-3>의 문항 Ⅱ-1을 제
외한 총 10개 문항 각각에 대해 1~5점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지도안은 수업 실습을 지도한 2
명의 현직 교사에게도 <표 Ⅲ-3>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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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앱 기반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Donevska-Todorova et al., 2021, p.37)

영역 기준

Ⅰ 수학 내용

1. 타당한 수학적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가?
(즉, 학생이 오개념을 가질 위험이 없다)

2.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대로 부합하는가?

3.
학습목표와 이에 대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지원이 일관성이 있는가?

Ⅱ 테크놀로지

1.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수학 학습 과제의 SAMR 수준 사용:
-S(substitution):테크놀로지가 기능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활성화됨
-A(augmentation):기능이 향상된 테크놀로지가 학생 사고의 직접적 대체물

로 활성화됨
-M(Modification):과제를 의미 있게 재설계할 때 테크놀로지가 활용됨.
-R(Redefinition):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과제, 이전에 인식을 못 했던 창의성

을 위해 활용됨
2. 테크놀로지가 수학 개념의 다양한 표현 간 상호 연결에 잘 활용되고 있는

가?

Ⅲ 학생의 관점

1. 테크놀로지 기반 과제가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남겨 놓았는
가?

2.
테크놀로지가 학생의 수학적 활동을 지원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3. 테크놀로지가 학생의 동기, 자율성, 글 또는 구두 표현, 자기평가와 협력학습
을 강화하는가?

Ⅳ
교사(예비교사)의

관점

1. 활동의 교육목표가 명확한가?
(활동의 교육목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2. 과제가 조화롭게 제공되는가? (Orchestration of task)

3. 단계별 활동의 차이점이 잘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TPACK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육과정과 그 자료에 관한 지
식’은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개별 교수·
학습지도안과 최종 제출한 교수·학습지도안, 조별 토의내용을 <표 Ⅲ-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요인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학생의 사고와 이해에 대한 예비교사의 개념’은 레슨 플레이와 수
업 동영상, 반성적 저널을 통해 분석하였다. 레슨 플레이는 집단창의성 하위요소의 발현 여부와 <Ⅲ

-3>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학생들이 수학 개념과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 의사소통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또한 레슨 플레이에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과 실제 수업 실습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수학
적 의사소통은 반성적 저널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세 번째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수업과 수업전
략에 대한 지식’은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실습 동영상과 반성적 저널, 교육실습 후 실시한 예비교사
대상 면담 전사록을 통해 <표 Ⅲ-3>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제 수업 동영상에서 예비교사의 테크놀
로지 통합에 대한 활동을 분석할 때는 <표 Ⅲ-3>의 Ⅱ-1에 제시한 SAMR 모델4)을 활용해 분석하고,

4) 네덜란드의 수업 설계 관련 디지털 플랫폼으로,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과제 설계에서 테크놀로지 활용가능성
의 질적 수준을 S부터 R로 높아지도록 설정한 모형임. https://www.powerschool.com/blog/samr-model-a-
practical-guide -for-k-12-classroom-technology-integration/(2022.06.0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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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토의 활동을 유도하는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의 반응 등은 김부
미(2022b)의 집단창의성의 4개 하위 요인을 활용해 판단하였다. 마지막 요인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수에 대한 예비교사의 개념’은 TPACK 학습 경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산출물인 예비교사의
TPACK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및 예비교사의 조별 토의 동영상, 반성적 저널, 사후 면담 전사
기록을 중심으로 <표 Ⅲ-3>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TPACK 수준 분석을 위해
Niess et al.(2007, p.9)의 수학교사를 위한 TPACK 지식의 통합 수준(<표 Ⅲ-4> 참조)을 활용하였다.
이때 통합 수준은 ‘인식하기’가 가장 낮고, ‘나아가기’가 가장 높다.

<표 Ⅲ-4> Niess et al(2007, p.9)의 TPACK 지식의 통합 수준과 특징(장경윤, 2017, 재인용, pp.142-143)

통합의 수준 특징

인식하기(지식)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고 테크놀로지를 가르칠 수학 내용과 조정하여 조직하
는 단계, 그러나 테크놀로지를 수학의 교수ㆍ학습과 통합시키지 못한다.

수용하기(설득)
수학의 교수ㆍ학습에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에 선호(호, 불호)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

조정하기(결정)
수학의 교수ㆍ학습에 적절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수용 또는 거부를 선택하게 하
는 활동에 참여하는 단계

탐구하기(시행) 수학의 교수ㆍ학습에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단계

나아가기(확인) 수학의 교수ㆍ학습에 적절한 테크놀로지 통합 결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워킹그룹의 검토를 받았다. 데이터
를 분석하면서 워킹그룹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아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워킹그룹은 수학교육
전공 교수 2명,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1명과 김부미(2022b)의 워킹그
룹5)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1명, 인천시교육청 소속 2명,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명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 전원에게 모바일, 온·오프라인 연계 수학 수업을 위한 예비교

사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후로 Schmidt et al.(2009)이 개발한 검사 도구 중 TPACK 검사 도구([부
록] 참고)를 활용하여 5점 척도를 활용해 사전·사후 검사를 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는 SPSS 20 버전
을 활용해 분석하였고 TPACK 검사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를 측정한 결과, 사전 검사는 .93, 사
후 검사는 .91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참여자가 12명으로 매우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6)

Ⅳ. 연구 결과

1. 예비교사의 테크놀로지 통합 도구에 대한 평가

예비교사들은 앱을 활용해 삼각함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활용한 적분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적 개

5) 하이브리드 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 개발 연구 과정에서 수학교사 10명으로 이루어
진 워킹그룹으로, 모두 수학교육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교사 경력 10년 이상이고, Geogebra 등의 동적 기
하 환경, CAS, 그래픽 계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를 수학 교수·학습 활동에 잘 활용한다고 시
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교사이다.

6) 4학년 예비교사의 전체 인원이 26명으로 TPACK 교육을 받은 연구참여자 집단(12명)과 그렇지 않은 집단(14
명)으로 모집단의 총수가 매우 적어 두 집단의 비교를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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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수학 개념을 탐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평가하였고, 연구참여자 전원이
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LMS를 활용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강제 수업화면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자료를 전송하거나 학생들로부터 받은 자료
를 확인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12명이 작성한 애플리케이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
한 E-러닝 고등수학’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표 Ⅲ-2>에 따라 ‘활동 1.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과 ‘활동 2.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 활동별로 그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업
주제와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오늘뭐하지’ 활동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앱을 활용해 삼각함수, 적분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수학 개념을 탐구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모둠별 토론방 및 생각넓히기가 협력적 문제해결 및 집단창의성을 경험하는
토의 수업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발한 앱의 수학적 기능 구현(<표 Ⅳ-1> 7번)에 대하여
예비교사 4개 모둠 중 3개 모둠에서 활동1은 함수의 극대, 극소 계산과 이를 바탕으로 최소 부피를
갖는 사각상자와 삼각상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요 기능이므로, 활동 2의 그래프 조작과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기능에 비해 그 기능의 범위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Ⅳ-1> 테크놀로지 통합 도구인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러닝 고등수학’ 애플리케이션 평가

평가 기준 활동1 활동2 관련 의견

1
이 단계의 앱 활동(웹사이트)은 실제 물리적 교구 조
작 등의 대안적 접근보다 더 좋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한다.

4.5 4.8
‘오늘뭐하지’를 통해 앱의 기능과 이
를 활용한 조별 활동, 학습주제를 탐
구할 수 있어 매우 좋았음

2
이 단계의 앱 활동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단계(활동)를
거치지 않고 수학 내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4.8 4.8
활동2의 수업열기의 퓨리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좋겠음

3
이 단계의 앱 활동은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4.5 4.7

단계별 활동이 매우 협력적 문제해결
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모둠별토론방, 생각넓히기는 집단창의
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

4
이 단계에서 활용한 공학적 도구는 학생의 개념적 지
식을 발달시키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

4.8 4.9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과 적분을 활
용한 부피 결정을 실생활 소재와 연
결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좋았음

5
이 단계에서 활용한 공학적 도구는 학생의 절차적 지
식을 발달시키고 기능(Skills)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

4.5 4.7
그래프 작성 기능은 학생의 추측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매
우 좋음

6
LMS(앱 포함)는 교사가 학생의 레포트와 활동 관련
기록을 이용하여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2 4.3
학급전체 토론은 관찰평가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7
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의 기능
(skills)이 구현가능한 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

4.0 4.4
활동1은 활동2에 비해 다양한 수학적
기능이 구현된다고 볼 수 없음

8
이 애플리케이션은 성차,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
작되었다.

4.9 5.0

9
이 단계 앱 활동의 공학적 도구(또는 앱 활동)는 학생
들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토의를 촉진한다.

4.9 4.9
갈등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10
이 단계 앱 활동의 공학적 도구(또는 앱 활동)는 질
높은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4.8 4.8

애플리케이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에 대한 개별 평가 후 파워포인트로 보
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예비교사의 조별 토의 활동은 <표 Ⅱ-1>의 4단계의 탐구 행동인 참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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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교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앱을 활용하고 조별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면서
테크놀로지 탐색하고 직접 활동 과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활동에서 참여, 조사, 설
명 행동이 가장 잘 나타났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앱에 대한 개별 평가 결과를 소통하고 반성하는 과
정에서 평가 행동이 잘 나타났다. 특히, 4개 조 모두 활동2의 모둠별 토론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변화
하는 주기 현상의 그래프를 나타낸 후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할 때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인지를 선택
하는 과정에서 정교화 행동이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은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한 현을 사인함
수와 코사인함수로 각각 표현할 수 있음을 조별 토의에서 다루고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을 고등학생
지도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정교화 행동을 보였다.

T: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 앱의 장
점과 단점을 말해 주세요.

S1: 교수님께서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학 수업의 개념을
강의해 주실 때는 잘 감이 안 왔는데, 이 앱을 써보니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장
점이에요. 기능에서는 삼각함수 식을 찾는 활동2에서 바
로 자료 수집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관련 자료를 내려받
아서 표에 수치를 넣는 기능, 그래프 모드에서 점으로
나타내고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보면서 바로바로
조원들과 토론하면서 삼각함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를
찾아 함수식을 완성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익했어요.

T: 토의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했으면서도 유익하다고 판단
한 이유는 뭘까요?

S1:친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징, 삼각함수의 식을
찾는 아이디어를 다듬을 수도 있고 서로 여러 생각을 말
하면 그래프 모드에서 그 추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대화방 기능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대면보다는 타자 치는 속도, 수식 입력 때문에 의
사소통이 좀 막힐 때도 있지만, 서로 편한 시간에 토론
을 할 수 있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중략…
S2: 그래픽 계산기나 CAS 앱은 유료로 사용해야 기능이
많은데 이 앱에는 필요한 도구와 관려 링크가 모두 들어
있어 매우 편리했어요. 실제로 수학 시간에 Geogebra 외
에는 공학적 도구를 사용한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
워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런 걸 접해본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잘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수학에서 공학적 도구에 대한 인식이 달라
져서 좋았습니다.

[그림 Ⅳ-1] 예비교사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 앱 평가 보고서 및 사후 면담 전사록

사후 면담에서, 예비교사들은 하이브리드 앱 자체가 테크놀로지가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통합
된 형태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전원 응답하였다.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로 그래
프와 표 도구가 수학 학습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학적 개념을 탐구하
는 도구나 집단창의성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로 확인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
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그래프와 계산기 앱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도 손쉽게 테크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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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통합 수학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에게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수업 운영 능력 외에도 교육학적 내용지식을
실제로 자신들의 수업에 비추어 깊게 고민할 기회를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2. 예비교사의 TPACK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한 수업 능력

1) 예비교사의 목표설정 및 수업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수업 운영 능력

목표설정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앱의 활동1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에 대해 예비교사 4개
조 모두 수업 목표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생활 맥락에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 개형을 바탕으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여 택배 상자의 부피를 줄이고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단창의성을 구현하
고 환경 관련 문제를 수학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활동2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에 대하여 4개 조 모두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특징을 관찰해보는
활동을 통하여,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함수   sin,
  cos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여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교수와
현장 교사 모두 예비교사 4개 조가 설정한 두 활동에 대한 수업 목표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다만, 활동1의 수업 목표설정 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단창의성을 구현하고’는 교수학습과
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였다.
예비교사 4개 조의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실습 동영상을 함께 강의 시간에 보면서 예비교사가

<표 Ⅲ-3>에 따라 동료 평가한 결과는 <표 Ⅳ-2>의 ①과 같고, 수업 실습을 지도한 현직 교사와 교
수는 예비교사의 수업을 관찰한 평가 결과는 <표 Ⅳ-2>의 ②와 같았다. ①, ②는 모두 평균을 사용하
였다. 즉, ‘지구를 생각하는 Best Box 제작’과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
아라!’로 구성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실습은 예비교사 4개 조 모두 전반적으로 학습목표에 따라 잘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Ⅳ-2> 애플리케이션 기반 수학 교수·학습 활동의 평가 결과

영역 기준
1조 2조 3조 4조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Ⅰ.
수
학
내
용

1. 타당한 수학적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가?
(즉, 학생이 오개념을 가질 위험이 없다)

4.7 4.5 4.5 4.5 4.7 4.5 4.5 4.5

2.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대로 부합하는가? 4.8 4.5 4.5 4.6 4.7 4.5 4.6 4.5

3. 학습목표와 이에 대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지원
이 일관성이 있는가?

4.9 4.5 4.5 4.5 4.6 4.5 4.7 4.0

Ⅱ.
테
크
놀
로
지

1.
테크놀로지(앱)를 통합한 수학 학습 과제의
SAMR 수준 사용:
-S(substitution):테크놀로지가 기능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활성화됨
-A(augmentation):기능이 향상된 테크놀로지가

학생 사고의 직접적 대체물로 활성

R S R S R S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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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교사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학적 의사소통 중심 수업 운영 능력

Niess(2016)가 제안한 [그림 Ⅱ-1]의 TPACK의 4가지 하위 요인 중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학생의
사고와 이해에 대한 예비교사의 개념’은 수학적 의사소통 중심 수학 수업 운영 능력과 관련이 있다.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학생의 사고와 이해에 대한 예비교사의 개념’은 과제대화록, 레슨 플레이, 수업
실습과 반성적 저널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학생들이 집단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
도록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과제대화록에서 가상
학생의 답변을 수업 목표와 비교해보며 옳은지, 부분적으로 옳은지, 아니면 오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지는 판단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과제를 옳게 해결한 학생의 해결 전략을 예상한 후 이미 학습한
수학 개념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예상한 반응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면서 레슨 플레이를 작성하였다.
과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반응을 예상할 때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활동 1의 ‘삼각상자 만들기’는 사각상자를 제작할 때 선택했던 제품의 수는 유지
한 상태에서 삼각 상자를 만들기 위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어떻게 재단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예비교사들은 이 활동의 과제대화록과 레슨 플레이를 작성할 때 어려워하였다. 과제대화록을 작성할
때 예비교사는 삼각상자에 원기둥, 직육면체 등 다양한 물건을 10개 이상 20개 이하로 담고 그 삼각
상자의 부피에 대한 함수식을 세우도록 할 때 학생의 어려워하는 예상 반응에 따른 교수학적 대처 방
안 작성을 어려워하였다(<표 Ⅳ-3> 참조). 구체적으로 삼각상자의 함수식을 잘 세우지 못하는 학생들
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조건을 설명하고 ‘이해했나요?’를 반복적으로 묻거나 상자에 담을
제품의 수를 줄여서 예비교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과제대화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
만 동료 평가와 교수의 피드백을 받은 후 실제 실습에서는 삼각상자의 모서리와 사각상자의 모서리
모양을 비교하고 각의 크기를 구해보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관찰을 통해 스스로 중요 조건을 탐구하
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은 레슨 플레이에서 모서리의 모양을 관찰하게 한 후 삼각상자

화됨
-M(Modification):과제를 의미 있게 재설계할

때 테크놀로지가 활용됨.
-R(Redefinition):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과제,

이전에 인식을 못 했던 창의성을 위
해 활용됨

2. 테크놀로지가 수학 개념의 다양한 표현 간 상
호 연결에 잘 활용되고 있는가?

4.4 3.5 4.5 3.5 4.5 3.5 4.4 3.5

Ⅲ.
학생
의
관점

1. 테크놀로지 기반 과제가 학생이 도전할 수 있
는 부분을 충분히 남겨 놓았는가?

4.9 3.0 4.8 3.0 4.8 3.0 4.9 3.0

2. 테크놀로지가 학생의 수학적 활동을 지원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4.4 4.5 4.5 4.0 4.4 4.0 4.4 4.0

3. 테크놀로지가 학생의 동기, 자율성, 글 또는 구
두 표현, 자기평가와 협력학습을 강화하는가?

4.5 4.5 4.5 4.5 4.5 4.5 4.5 4.5

Ⅳ.
예비
교사
의
관점

1. 활동의 교육목표가 명확한가?
(활동의 교육목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4.8 4.8 4.8 4.8 4.8 4.8 4.8 4.8

2.
과제가 조화롭게 제공되는가? (Orchestration
of task)

4.7 4.5 4.7 4.5 4.7 4.5 4.7 4.5

3. 단계별 활동의 차이점이 잘 나타나는가? 4.8 4.8 4.8 4.5 4.8 4.8 4.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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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길이의 가능한 범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대화를 주로 작성하였다(<표
Ⅳ-3> 참조). 과제대화록과 레슨 플레이 모두 예비교사들은 삼각상자의 함수식을 세우면 미분을 이용
하여 잘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제 대화록 레슨 플레이

<표 Ⅳ-3> 삼각상자 만들기의 과제대화록과 모둠별 토론방에 대한 레슨 플레이 예시

수업 실습에서 현직 교사들은 예비교사들이 고등학생들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토의 활동을 지
도하는 교실 수업에서 학급토론과 생각넓히기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발문하고
수업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레슨 플레이에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과 실제 수업 실습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학생들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은 비교한 결과, 레슨 플레이에서는 교사주도형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발문으로 개입하
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레슨 플레이에서 예비교사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모양과 특성 중 주요 접근
전략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반응하거나, 삼각상자에 물건을 담는 모양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도록 개입하는 교사주도 상호작용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 예비교사는 고등학생의 모둠 토의를 이끌어 가지 않고 학생들의 토의 과정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잘 수행하지 못할 때 직접적인 힌트를 주지 않고 스스로 문제해결 조건과 전략을 발견하도
록 발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적 저널 쓰기 활동에서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토론에 개입하
는 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돕기 위해서는 과제대
화록에서 학생들의 오류를 극복하게 돕는 발문을 예상하고 개방형 발문과 그에 대한 학생 반응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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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속 발문을 적절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Ⅳ-2] 참조).
실제 수업의 학급토론, 생각넓히기 단계에서 예비교사는 모둠별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학생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도왔다. 다만, 생각넓히기에 적은 학생들의 수학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아 칭찬을 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할 뿐, 학생들에게 주기가 같은 삼각함수
의 표현과 관련된 심화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이나 삼각상자의 부피를 계산할 때 왜 그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는 것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 C의 3차 반성적 저널)

(예비교사 F의 3차 반성적 저널) (예비교사 D의 3차 반성적 저널

[그림 Ⅳ-2] 예비교사의 수업 실습 평가의 반성적 저널

3) 예비교사의 TPACK 수업 운영 능력

Niess(2016)가 제안한 [그림 Ⅱ-1]의 TPACK의 4가지 하위 요인 중 3개 요인을 중심으로 예비교사
의 TPACK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육과정과 그 자료에 관한 지식’은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최종 제출한 교
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실습의 전반적인 영상을 <표 Ⅲ-3>의 영역Ⅰ과 Ⅳ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영
역 I 수학 내용과 관련한 예비교사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수학적 오개념은 나타나지 않았고,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고 있었다. 예비교사 4개 조 모두 앱을 일관되게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
용하고, 두 활동의 ‘모둠별 토론방’ 단계는 교실 수업이 아닌 방과 후에 온라인 활동으로 지도하였다.
특히,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에 대한 예비교사의 모둠별 토론
방 수업을 살펴본 결과, 예비교사 4개 조 중 3개 조는 그래프 조작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그래
프의 모양이나 개형에 집중하여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을 통해 학생들이 계수를
구하고 이를 사인과 코사인의 여각 관계와 연결하게 함으로써, 집단 융통성이 발생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 1개 조(4조)만은 학생들이 그래픽 모드의 함수식 표현을 통한 될 수학적 개념에 더
주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집단 정교성을 기를 수 있도록 모둠별 토론을 운영하였다(<표 Ⅳ-4> 참
조). 이는 Remillard의 연구(1999, 2000)에 나타난 결과처럼 실제 동일한 교육과정이나 관련 자료를 교
사들에게 활용하도록 하였지만, 교사마다 자료의 다른 부분에 주목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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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모드의 조작에 주목한 예비교사 지도 활동 함수식의 계수에 주목한 예비교사 지도 활동

학생1(2019.12.22.p.m.9:26:42):일출시각 데이터를 그
래프로 그려보니 그 모양이 sin이랑 cos 중 어떤
그래프 같아?

…중략…

학생3(2019.12.22.p.m.9:30:30): 좌표평면에 찍어 놓
은 점들을 보면 일정 간격 뒤에 거의 똑같은 값
이 나와.

[학생들이 학생3의 반응에 주목하지 않고 계수만
찾고 있어 예비교사J가 주의환기를 시키며]

예비교사J(2019.12.22.p.m.9:30:42): 그래프 모양상 폭
만 같다는 학생3의 말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움
직여보면 어떨까?

학생2(2019.12.22.p.m.9:32:04):아! 맞다. 1학년 때 배
운 사인함수랑 코사인함수 폭이 같으면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겹쳤잖아. 겹치기만 하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하나만 정하면 되네.

학생3(2019.12.22.p.m.9:32:30)[그래프 모드를 관찰하
고] sin(90-a)=cos a, cos(90-a)=sin a. 공식도 있
잖아.

예비교사E(2019.12.23.p.m.9:46:12): 좌표평면에 표의
값을 모두 잘 찍었네요. 그럼 함수식에서 sin이랑 

cos이라 선택할 수 있네요. 각각의 빈 칸에 들어
갈 수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래프 모양을 관찰해 봅시
다.
학생11(2019.12.23.p.m.9:26:42):우리는 함수식에 2명씩
나눠서 2명은 sin으로 계수를 찾아보고 다른 2명은
cos으로 계수 찾아보자.

…중략…

학생13(2019.12.23.p.m.9:43:21):우리 모두 가장 앞빈 칸
의 수를 바꿔보니까 그래프의 위아래 폭이 변했잖아.
가장 앞에 수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것으로 OK?
학생10(2019.12.23.p.m.9:57:44):마지막 수는 y축에서 왔
다갔다 하니까 y축 평행이동!
학생12(2019.12.23.p.m.9:57:8):2번째 칸을 변화시키면
그래프의 폭이 바뀔 뿐이지 같은 그래프를 평행이동
하는건 아닌 것 같아.
학새11(2019.12.23.p.m.9:54:6):학생12야, sin(b(x+c/b))
그래프는 sinb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c/b만큼 움직
인 것이지 않아? 그럼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b
와 c가 모두 영향을 줘.

※ 활동2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름을 찾아라!”에 대한 예비교사 J(2조)의 모둠별 토론방
지도 활동 전사록에서 발췌함.

※ 활동2 “내 주변의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수학 이
름을 찾아라!”에 대한 예비교사 E(4조)의 모둠별 토론방 지
도 활동 전사록에서 발췌함.

<표 Ⅳ-4> 예비교사의 집단창의성 발현 지도를 위한 앱 활용의 일관성 관련 실제 수업 활동

영역 Ⅳ와 관련하여, 예비수학교사들은 두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그림 Ⅳ-3]의 교수·
학습지도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2수학Ⅰ02-02], [12수학Ⅱ02-08], [12수학Ⅱ02-09]로 모두 옳게 선
정하고 성취기준을 세분화한 평가준거 성취기준과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모두 잘 설계된 앱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해 사전
교육에서 과제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한 후 실제 수업을 잘 운영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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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활동 1에 대한 예비교사 1조의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둘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수업과 수업전략에 대한 지식’은 교수·학습지도안, 반성적 저널, 교육실
습 후 실시한 예비교사 대상 면담 전사록을 <표 Ⅲ-3>의 영역 Ⅱ와 영역 Ⅲ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앱
을 활용한 탐구 학습 전략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였다(<표 Ⅳ-2> 참조). 예비교사들은 테크놀
로지를 통한한 수학 수업전략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모둠별 토론방’ 기능을 통해 집단창의성 발현
과정을 지도하는 것을 평가해 보도록 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모둠별 토
론 채팅과 이에 대한 LMS 기능과 함께, 표 작성 및 그래프 그리기 기능, 택배 상자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기 전 물건을 카트에 골라 담는 조작 기능이 학생들의 문제 이해, 해결 전략 탐색 및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모둠별 토론방’ 기능 자체가 수업 활동을 지원하였다기보다는 레슨
플레이로 학생들의 모둠별 토론을 예상하면서 학생에게 관련 공학적 기능을 활용해 탐구하도록 할 때
더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그래프 조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
도록 한 것으로서 예비교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인 그래프 조작 도구의 학습유도성(affordance)을 인
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T: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 앱에서 테크놀로지 통합한 수업과 수업전략에 대한 여
러분의 지식에 도움을 준 활동이나 기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말해 주
세요.

S9: 삼각함수 그래프 탐구하는 활동, 삼각함수의 이름을 찾아라 활동의 모둠별 토론방 기능이 직접적으로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수업 도구인 것 같습니다. 모둠별 토론방에서 표에 나타난 자료의 순서쌍을 그
래프 모드에 옮겨 보고 가능한 오차가 적도록 함수식의 계수를 예측하고 확인하는 그래프 기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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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평행이동하는 기능은 모둠에서 삼각함수 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팅창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야 하나? (잠시 쉬었다가) 모둠별 토론방에 대한 레슨 플레이
에서 그런 발문과 상호작용을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집단 융통성을 지도할 수 있
었던 것 같아요. 즉,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게 하는 발문을 통해 주기가 같은 사인함수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함수로 변환된다는 성질을 그래프 기능을 활용해 학생들이 추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작성하는
것이 집단 융통성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 테크놀로지 통합한 수업과 수업전략에 대한 지식 생성에는 그래프 기능 등이 있는 ‘모둠별토론방’이라
는 것인지, 아니면 레슨 플레이 작성 때문이라는 것인지 정리해서 말한다면?

S9: 모둠별 토론방이라는 테크놀로지 기능이 수업 지원을 한 것은 명확하지만, 레슨 플레이 작성을 해 봐
야 예비교사로서 수업 능력을 갖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실제 수업 동영상에서 예비교사의 테크놀로지 통합에 대한 활동을 <표 Ⅲ-3>의 Ⅱ-1에 제시한
SAMR 모델7)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활동을 R 수준으로 동료평가에서 평
가하였으나 예비교사의 수업을 지도한 현직 수학 교사와 교수는 앱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므로 S로 평
가하였다. 예비교사들은 R로 평가한 이유에 대한 사후 면담에서 앱에서 다루는 맥락의 참신성을 바탕
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 과제와 차별화되고, 이를 앱의 5단계 활동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협
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단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또
한, <표 Ⅲ-3>의 Ⅱ-2에 대한 평가에서 예비교사는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의
두 활동 모두 테크놀로지가 수학 개념의 표현 간 상호 연결에 잘 활용된다고 4.4점 정도로 응답하였
으나, 현직 교사와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을 관찰한 후 3.5점을 부여하였다(<표 Ⅳ-2> 참조). 예
비교사는 경험하지 못한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참신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테크놀
로지 통합 수업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면서 이때 테크놀로지의 사용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와 교수는 예비교사들에게 이러한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설명
하였는데, 앱의 각 활동 단계와 활동1의 TED 강연이나 관련 자료와의 직접 연결, 택배 상자에 담을
상품을 카트에 담는 조작 도구, 활동2의 그래픽 모드, 함수식, 대화창 등의 테크놀로지 도구는 학생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지만 학생들의 집단창의성의 하위요소를 직접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비교사의 수업 운영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역 Ⅲ-1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은 테크놀로지(하이브리드 앱)가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남겨 놓았는지를 평가한 결과, 평균 4.85점을 받아 매우 그렇다(5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 그
러나 4조의 예비교사들이 <표 Ⅳ-3>에서 보여주었듯이 학생들의 모둠별 토의 활동에 먼저 토의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활동 2에 대한 교실 수업의 생각넓히기 단계에서 주기가 같은 사인함수와 코
사인함수의 합을 구하고 그 그래프의 특징을 토론할 때 집단 독창성이 나타나지 않자 예비교사는
  sin cos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주기가 같은 두 삼각함수를 합해도 주기 변화가 없다.’와
같은 특징을 알려준 후 학생들에게 다른 특징을 찾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비교사의 실제 수업을 관찰
한 현직 교사와 교수는 Ⅲ-1에 대해 보통이다(3.0)로 평가하였다.
영역 Ⅲ-2의 테크놀로지가 학생의 수학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예비교사가 교수·학습지도안과 실제

수업에서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등수학”의 두 활동 과
제 각각의 인지적 요구 수준과 학생들의 문제해결 지도의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4.0에서 4.5점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앱의 ‘오늘뭐하지’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고

7) 네덜란드의 수업 설계 디지털 플랫폼으로,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교수학습 과제 설계 시 테크놀로지 활용가능
성의 질적 수준을 S부터 R로 높아지도록 설정한 모형임. https://www.powerschool.com/blog/samr-model
-a-practical -guide-for-k-12-classroom-technology-integration/(2022.06.0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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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수업 과정을 설명할 때 편리하다고 예비교사들은 반성적 저
널에 공통으로 작성하였다. 실제 수업 실습에서도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모둠별 토론방에서 반복되
는 주기 현상을 찾을 때 ‘오늘뭐하지’에서 소개한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외의 다른 주기 현상을
찾도록 하는 과정에서 집단 유창성을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Ⅲ-3에 대하여 동료평가, 교수와 현직 교사 모두 교수·학습지도안이나 실제 수업에서 모든 예

비교사가 앱을 활용하여 토의학습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2차 반성적 저널
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학습 및 토의학습이 교사 중심의 수업방식을 탈피할 수 있어 좋았다
고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레슨 플레이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수업
과정의 주체가 된다. 특히 교사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되지만 열심히 판서하는 교사와 한 걸음 떨어져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관찰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과 탐구의 동반자라는 관계형성을 할 수
있었다. 모둠별 토론방, 생각넓히기, 학급 전체 토론이라는 활동 단계에 따라 LMS를 통해 학생의 아이디
어를 실시간 알 수 있고 필요할 때 모둠이나 학급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F의 2차 반성적 저널)

셋째,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수에 대한 예비교사의 개념’은 <표 Ⅲ-4>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TPACK 수준을 그간의 산출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수업 실습에서 예비교사
를 지도한 현직 교사 2명의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 예비수학교사 12명 중 9명은 수학의 교수ㆍ학습
에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탐구하기’ 수준으로 판정할 수 있, 3명은 수학의 교수
ㆍ학습에 적절한 테크놀로지 통합 결정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나아가기’ 수준으로 판정할 수 있었
다. 또한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 시행 전후로 Schmidt et al.(2009)의 TPACK 검사 도구([부록] 참고)
를 활용해 TPACK 검사 결과는 <표 Ⅳ-5>와 같이 나타나, 예비수학교사의 TPACK능력은 향상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5> 예비교사의 TPACK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척도 사전 검사 사후검사 Effect
N Mean SD Std Error Mean N Mean SD Std Error Mean Cohen’s D

Total Scales
TPACK** 12 3.78 .45 .06 12 4.23 .35 .05 1.04
Subscales
TK**
PK**
CK*
TCK/PCK**
TPK**
TPACK**

12
12
12
12
12
12

3.59
3.82
4.51
3.67
3.75
3.59

.73

.49

.64
1.08
.63
.61

.10

.07

.09

.15

.09

.08

12
12
12
12
12
12

3.96
4.28
4.60
4.39
4.23
4.21

.69

.40

.54

.47

.42

.45

.10

.05

.07

.06

.06

.06

.71

.89

.14

.65

.78

.99
*, **

예비교사의 3차 반성적 저널에 따르면 예비교사 간의 상호 협력학습을 경험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TPACK 수업 능력을 신장할 수 있었다. 또한 하이브리드 앱을 통해 교실 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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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제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교사-학생의 상호 간의 의사소통
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다고 전원이 응답하였다.

교육실습을 할 때 연구수업에서 협력학습을 단순히 활동지를 이질 집단의 그룹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그룹의 크기나 학습자들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민하였다. 하지만 이번
에 E-러닝 고등수학 앱을 활용해 수업 실습을 해 본 결과, 학습자 상호 간 피드백과 아이디어의 개선 등
협력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모둠별 토론방’
이나 ‘생각넓히기’ 단계에서 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브레인스토밍하도록 지도한 결과, 학생들이 자
기 주도적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도록 한 점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예비교사 K의 3차 반성적 저널)

그 외에도 예비교사 전원은 교육실습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이번 수업을 통해 협력적 문제해결을 통
해 집단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점이 가장 좋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예비교사의 응답에
서 좀 더 발전적인 학생 중심의 수학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실습의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교육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의 집단창의성 신장을 위해 테크놀로지의 통합
적 사용과 이를 활용한 학생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탐구를 통한 주기 현상 탐구,
적분을 활용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탐구하는 하이브리드 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E-learning 고
등수학”을 활용하여 교사의 TPACK을 개발하는 수업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과제대화록과 레슨
플레이 및 교수·학습지도안의 작성과 실제 수학 수업 운영, 수업 평가 등을 통해 예비수학교사들은 고
등학생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집단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TPACK 능력과 수업 운영 능력
을 증진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는 예비교사가 하이브리드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토의학습에서 수
학 개념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집단창의성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을 지도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수업의 개념과 신장 방안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수학 내용과 교수법과 통합한 지식을 강조하는 현직 교사 전
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연수 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수학 교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수학교사들부터 대학 교육과정에서 집단창의성이나 수학

적 모델링과 같은 최신의 교수·학습 이론과 그 수업 운영 방안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TPACK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가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수에
대한 개념,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고와 지식에 대한 이해,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육과정과
그 자료에 대한 지식, 테크놀로지를 통합 수업과 그 수업전략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야 하는 것은 미
래 정보기술사회를 위한 수학교육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다(Mistretta,
2005; ISTE, 2000; UNESCO, 2002).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예비교사들이 대학 수학교육 전공 수업에서
수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테크놀로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공학적 도구를 Suh(2016)의 10개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해 보고, 레슨 플레이나 과제대화록, 반성적 저널 쓰기 방법을 통해 예비교사들
이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수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TPACK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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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수학 수업을 위해 협업과 의사소
통을 경험할 수 있는 설계기반 수학교육공학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단기
적으로 우선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토의·토론에 바탕을 둔 협력학습은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위
임하므로 이러한 예비교사교육은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 티칭을 통해 수학 교과에서 자신의 TPACK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테
크놀로지를 통합한 수학 수업 운영 능력을 숙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실습 기간이 아닌 기간
에 예비교사들이 고등학생들을 앱을 활용해 지도할 기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비교사 교
육프로그램 중 4단계 수업 실습을 마이크로 티칭 형식으로 변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학교 현장의 우수한 수학교사의 코칭을 통해 예비교사의 TPACK을 기를 필요가 있다. 유능한 현직
수학교사가 예비교사에서 TPACK관련 역동적인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하고 예비교사가 반성을 통
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예비교사가 학교 현장에 임용된 후 테크놀로지 통합 수학 수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TPACK을 증진할 수 있는 예비수학교사교육과 후속 연구에 관한 제안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교사 대상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수학 수업에서 집단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를 설계해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비수학교사들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앱을 직접 경험한 후 스스로 집단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간단한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이를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 개발의 경험은 수학적 창의성이 나와 멀지 않다는 것을 예비교사
가 느낄 수 있게 하고 훗날 자신의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공학을 테크놀로지 내용지식(TCK)과 테크놀로지 교수지식

(TPK)을 신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학교사의 테크놀로지
내용지식(TCK)과 테크놀로지 교수지식(TPK)은 테크놀로지 내용 교수지식(TPACK)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STEAM, 수학적 모델링, 집단창의성 발현과 같은
새로운 수학 수업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하려면 먼저 예비교사가 관련 내용을 스스로 깊게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테크놀로지 내용지식(TCK)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수
학 내용(TCK)과 그 교수지식(TPK)을 예비교사 스스로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교
사가 TPACK 신장을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향후 실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TPACK의 특징을 분석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ㆍ학습 상
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TPACK이 높은 수학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실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전개하는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생들과 어떤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네덜란드의 수업 설계
디지털 플랫폼(SAMR)이나 영국의 수학교사교육 플랫폼(NCETM, ATM, Math Hub)을 통해 현직 우
수 교사의 TPACK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예비수학교사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사교육 시스템과 교육자료는 수학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를 원하지
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예비수학교사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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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PACK and mathematical communication of
pre-service teachers in math classes using apps for group

creativity

Kim, Bumi2)

Abstract

In this study,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cultivated technology content teaching
knowledge (TPACK) in the regular curriculum of the College of Education. The course
was designed to enhance pre-service teachers' mathematical communication skills by
using an application, which is a mobile mathematics learning content for the development
of group creativ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mathematics teaching expertise using the application for group creativity expression
consists of pre-education, goal setting, planning, teaching at school, and evaluation. In
this process, pre-service teachers evaluated technology tools. They also wrote a task
dialogue, lesson play, reflective journal, and lesson plan to guide high school students to
develop group creativity in both app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educational program,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cultivated TPACK and enhanced their mathematical
communication skills with high school students to develop group creativity.

Key Words : Technology Pedagogy and Content Knowledge(TPACK),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Group Creativity, Mathematic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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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chmidt et al.(2009)의 TPACK 검사 도구

영역 테크놀로지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TK1 나는 내가 가진 테크놀로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TK2 나는 공학적 도구를 쉽게 배울 수 있다.
TK3 나는 중요한 새로운 공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TK4 나는 자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을 즐긴다.
TK5 나는 서로 다른 테크놀로지를 많이 알고 있다.
TK6 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1 나는 수업 중 학생의 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PK2
나는 학생들이 현재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근거해 교수 행위를 채택할 수
있다.

PK3 나는 서로 다른 학생들마다 적합하게 내 교수 양식을 채택할 수 있다.
PK4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다.
PK5 나는 수업 환경에 적합한 교수적 접근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PK6 나는 일반적인 학생의 이해와 오개념에 익숙하다.
PK7 나는 수업을 조직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용지식(Secondary Education Content Knowledge)

CK1 나는 수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CK2 나는 수학적 사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CK3 나는 수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내용교수지식과 테크놀로지 내용지식(PCK/T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Technological Content Knowledge)

PCK1 나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수학 학습을 안내하는 효과적인 교수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TCK1 나는 수학을 하고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고 있다.

테크놀로지 교수학적 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

TPK1 나는 해당 단원을 위한 교수적 접근을 강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TPK2 나는 학생들의 해당 단원 학습을 강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TPK3
나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테크놀로지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적 접근에 영향을 주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TPK4 나는 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TPK5 나는 상이한 교수 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채택할 수 있다.

TPK6 나는 해당 단원의 내용을 강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CK1
나는 수업에서 내가 가르칠 것과 가르치는 방법, 학생들이 배울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TPCK2
나는 대학 때 학습했던 내용, 테크놀로지, 교수 접근을 조합하는 전략을 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TPCK3
나는 학교에서 내용, 테크놀로지, 교수 접근의 사용을 조화롭게 구성하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

TPCK4 나는 해당 단원을 내용, 테크놀로지, 교수 접근을 적절하게 조합해 가르칠 수 있다.

TPCK5 나는 해당 단원을 수학, 테크놀로지, 교수 접근을 적절하게 조합해 가르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