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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evelop and support the physics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on
special relativity theory, a new concept introduc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e explored how
teachers’ PCK changes through CoRe development and discussion experienc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what extent do physics teachers’ PCK chang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the discussion of CoRe? Second, which elements of the PCK emerge during the
discussion of CoRe?, Third, what is the physics teachers’ perception of the CoRe development and
discussion experience? Four high school physics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collected
developed CoRe, discussion audio data, and individual interview data. Data analysis was based
on the rubric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Results indicated that
teachers’ PCK scores on ‘syntactic knowledge’, ‘teaching methods’, and ‘student understanding’
were increased after CoRe development and discussion. Also, the emerging PCK elements during
teacher discussion were ‘substantive knowledge’, ‘teaching method’, and ‘student understanding’.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and discussion CoRe on special relativity
theory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eachers to reflect on their teaching goals and reasons for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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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개발과 논의를 통한 물리 교사의 특수상대성이론 PCK 변화와 인식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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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특수상대성이론에 관한 물리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해, CoRe 개발 및 논의과정을 통해 교사의 특수상대성이론 PCK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Re 개발과 논의를 통해 물리 교사의 특수상대성이론
교수내용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CoRe 논의과
정에서 부각되는 특수상대성이론 PCK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CoRe 개발과 논의에 관한 물리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는 4명의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참여하였다. 교사들은 특수상대성이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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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를 작성하고 교사 간 논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2차 CoRe를 재작성하였다. 교사들이
작성한 1차 CoRe와 2차 CoRe, 논의 자료와 개별 면담 자료를 연구자료로 수집 후 분석하였다. PCK
변화 분석은 선행연구의 PCK 준거 요소를 수정한 루브릭에 근거하였다. 연구결과, CoRe 개발과
논의를 통해 ‘구문론적 지식’과 ‘교수방법’, ‘학생이해’ 요소의 점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수상대성이론 CoRe 개발을 통한 논의과정에서 부각되는 PCK 요소는 ‘실체론적 지식’, ‘교수방법’,
‘학생이해’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특수상대성이론 CoRe 개발과 논의과
정은 본인의 수업 목표와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CoRe 특수상대성이론, CoRe 개발, 교사논의, 물리 교사, PCK 개발

I. 서 론
특수상대성이론은 물리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자
역학과 함께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자연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
전물리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빛의 속력’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며, 뉴턴 역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맥스웰 방정식을
잘 설명한다 [1–4]. 특수상대성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
개념을 획득하는 것뿐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교양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I은 교과 목표를 물리학의 기본 개념
을 통한 자연 현상과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로 두고, 미
래 사회에 적합한 과학적 소양인 양성을 위해 현대물리학의
내용을 도입하였다 [6].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물리학
I과 물리학 II에 상대성이론이 포함되어 있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도
특수상대성이론을 중등 과학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8].
특수상대성이론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이에 학습범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교사들은
가르쳐야 할 내용의 수준과 깊이에 혼란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9,10]. 특수상대성이론 수업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이 외에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으며
[11], 새로운 교수 전략의 필요성이 언급되어왔다 [2]. 그러
나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한 물리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그로 인해 특수상대성
이론 교수를 위한 전략이나 방안이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특수상대성이론
개념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세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12–16]. 또한, 교사들은 현대물리학의 이론에 대하여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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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시간 팽창이나 길이수축에 대해 수업할 때 빛시계 이외의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교육 내용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15]. 교사들은 상대성이
론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수업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예상치 못한 학생들의 반응
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수 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여 자신감을 잃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최소한의 교수 활동만을 진행하
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4]. 게다가 상대성이론은
직접 경험할 수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 [16].
특수상대성이론 도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이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구성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수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전
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PCK로 나타난다. 교사가 지닌 교
수에 대한 전문지식과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내용
영역의 PCK를 명시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PCK는 분류하기가 어렵고 암묵적이어서 명확하게 표현
하고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8–21]. CoRe(Content
Representation, 내용표상) 는 암묵적으로 내재된 교사의
PCK를 기술하고 묘사하여 분명하게 표상할 것을 목표로
개발된 도구이다.
CoRe 관련 선행연구들은 개발 과정에서 교사에게 가르
쳐야 하는 각 개념에 대해 초점화를 하도록 돕고, 개념과
관련된 지식이 명료화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22–24]. 또한, CoRe는 교사의 암묵적이고 개인적 생각을
명시적이고 유의미한 것으로 전환하여 드러내는 길잡이 역
할을 한다 [25]. CoRe 내용은 PCK 구성요소 [26]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며, CoRe를 통해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 과학교사들이 인식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oRe를 통해 특정 교수내용에 대한 교사의 PCK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23]. 또한, CoRE 개발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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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교사와 논의과정이 PCK 개발에 도움을 준다 [20,21,2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27–29]. 예를 들어, Loughran, Mulhall and Berry [21]는
논의과정에서 CoRe가 질문을 통해 수정되고 평가되는 과정

ID

Gender

Degree

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PCK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A
B
C
D

female
female
male
female

Ph.D
Ph.D
Bachelor
Bachelor

언급하였다. 실제로 Jeong, Lee and Choi [29]와 Jang and
Choi [27]의 연구에서, CoRE 개발에 참여한 과학교사는

Teaching career
(total/high school,
year)
22/12
14/9
2/2
1/1

SR Teaching
experience
(times)
5
5
2
1

논의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고,
개념을 정교화하고 교수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을 가르치는 물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CoRe 개발 및 논의과
정을 통해 물리 교사의 특수상대성이론 PCK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 및 논의과정에서 부각되는 교사의
PCK 요소를 알아보고, 논의 이전과 이후 변화된 PCK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참여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봄으로
써 CoRe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CoRe 개발과 논의를 통해 물리 교사의 특수상대성이
론 PCK는 어떻게 변했는가?
2. CoRe 논의과정에서 부각되는 특수상대성이론 PCK
요소는 무엇인가?
3. CoRe 개발과 논의에 관한 물리 교사의 인식은 어떠
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논의단계가 포함되는데,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참여 교사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인원은 3 – 5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 4명의 물리
교사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이들은 모두 특수상대성이론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고, 본
연구에의 참여 의지를 나타내는 이들이었다. 교사 2인은
과학교육학 박사를 취득한 물리 교사로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이었고, 다른 2인 교사는 교직 경력이 1, 2년인 초임
교사였다.

2. CoRe 적용 및 분석틀 개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
였고, CoRe에 대한 예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였고 교사
의 CoRe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참여 교사는
개별적으로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한 CoRe를 작성하였다.
이후 교사들은 함께 모여 개별 작성한 CoRe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특수상대성이론 CoRe 항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사 간 논의는 한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CoRe 문항에
대한 응답을 재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개별 작성한 CoRe 응답
및 자신의 수업 경험, 어려움 등을 공유하였다. 논의를 마
치고 교사들은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한 CoRe를 개별적으로
재작성하였다. CoRe는 Loughran et al. [20,21] 이 개발한
틀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
Table 2의 CoRe를 교사들이 작성한 뒤, 이를 분석하기
위한 루브릭을 개발하였다. 이때, 교사 지식의 요소와 PCK
구성 요소 [17,30,31] 중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요소를 추출하여 지식과 전략 차원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
요소를 설정한 후 교사의 PCK 특성을 분석하는 준거를 마
련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수업 분석 프로토콜과
교수내용 지식의 준거 요소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19,32–34].
내용 구성 (Content construction) 차원은 교과 내용 지
식(Subject matter knowledge)과 교육과정(Knowledge of
curriculum) 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수
업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계열과 위계에 따라 구성
하는 데 기준이 되고, 교과 내용 지식은 수업 전문성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17]. 교과 내용 지식은 과학 개념이나 원
리에 대한 지식인 실체론적 지식 (Substantive knowledge)
과 이론의 발달 과정, 과학의 본성, 학문의 가치 등을 포함하
는 구문론적 지식 (Syntactic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다.
전략 수립 (Strategy construction) 차원은 학생 이
해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교수 방법
(Knowledge of teaching methods), 교수 맥락(Knowledge
of context) 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교사의 PCK 요소 중
수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자주 연계되어 나타난다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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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e Template

big idea
A

Important Science
ideas/concepts
big idea
big idea
B
C

big idea
D

1. What do you intend the students to learn about this idea?
2. Why is it important for students to know this?
3. What else do you know about this idea (that you do not
want students to know yet)?
4. What are the difficulties/limitations connected with
teaching this idea?
5. What is your knowledge about students’ thinking that
influences your teaching of these ideas?
6. Are there any other factors that influence your teaching
of these ideas?
7. What are your teaching procedures (and particular
reasons for using these to engage with this idea)?
8. What are the specific ways of ascertaining students’
understanding or confusion about this idea?
Source: Loughran et al. [20,21]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35,36]. 학생 이해는 학생의 인지적

면담은 1, 2차 CoRe 작성을 마친 후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준과 정의적 수준을 이해하는 측면, 교수 방법은 특수상

실시하였고, 면담 내용은 ‘CoRe 항목 작성 이유’, ‘CoRe

대성이론의 추상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 방법의 구성

작성 시 어려움과 의문 사항’, ‘CoRe 개발을 통해 새로 고려

정도, 교수 맥락은 수업 자원 및 사회적 맥락의 고려 여부를

하게 된 점’, ‘1, 2차 CoRe 작성 내용 비교 및 변화나 유지

포함한다.

이유’에 대해 이루어졌다. 개별 면담은 30 – 40분 내외였

개발된 분석 준거는 과학교사와 과학교육 박사과정생 4

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 교사의 논의과정 중에 나타나는

인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교사들이 특수상대

비언어적 표현, 논의과정의 분위기나 흐름 등을 관찰하여

성이론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세부 개념을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였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수업 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일럿 테스트 이후, 과학교육 전문가와 박
사 과정 연구자들과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분석 준거를

4. 자료 분석

논의하였다. 예를 들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빅아이디어
작성만으로는 실체론적 지식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

자료 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특수상대성이론에

견에 따라, 실체론적 지식은 관련 개념을 선정하여 다루고

관한 CoRe 개발 과정의 논의단계에서 두드러지는 PCK

있는지를 점수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요소를 살피기 위해 교사들의 논의과정을 녹음한 후 이를

실체론적 지식은 빅아이디어의 개수를 점수화 하는 것으로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을 PCK 요소가 나타난 부분별로

최종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적용된 분석 준거는 Table 3

분류하고, 메모해 나가면서 요소별로 논의된 빈도를 살폈

과 같다.

다. 이때 CoRe 개발과 논의단계에서 부각되는 PCK 요소
의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3의 분석 준거에 따라
CoRe와 논의단계에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요소에

3. 자료수집

점수를 부여하였다. 교과 내용 지식 중 실체론적 지식은 교
육과정과 3종의 물리 I 교과서를 토대로 포함해야 할 내용

연구자는 특수상대성이론 CoRe 논의단계에서 비참여

요소를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교사가 내용 요소에 대해 언급

관찰자로서 참여하였다. 논의 이외의 시간에는 연구 참여

하였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항목 1은

교사들과 일상생활이나 교육 활동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특수상대성이론의 두 가정인 상대성의 원리와 광속불변의

나누며 래포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참

원리를 고려하였는지를 묻는다. 참여 교사가 관련된 내용을

여 교사가 개별적으로 작성한 1, 2차 CoRe와 논의과정 녹

언급하면, 각 1점씩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빅아이디어

음자료, 그리고 CoRe 작성 후 실시한 면담 자료였다. 개별

의 수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실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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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al Relativity (SR) PCK Rubric
Dimensions

ContentConstruction

Components

subject
matter
knowledge

Substantive
Knowledge

Syntactic
Knowledge

Knowledge of
Curriculum

StrategyConstruction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Knowledge of Teaching
Methods

Knowledge of Context

Sub-items
1. Does it include hypothesis of SR?
2. Does it include phenomena that appear as a SR effect?
3. Does it include the principle of mass-energy equivalence?
4. Does it include knowledge for the logical composition of SR
classes?
5. Does teacher have related knowledge that help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R (that not have a direct relationship to SR)?
1. Does teacher understand the original value of SR and deal with it?
2. Does teacher deal with the process (history, character, epochal
background, event, etc.) of SR and the variability of scientific theory?
3. Does teacher deal with the communication process (sociality) of
scientists in the development of theory, including SR?
4. Does teacher know and deal with the verification process
(verifiability) of SR?
5. Does teacher deal with the creativity of creative imagination or SR?
1. Does teacher consider increasing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hysics I objectives in the curriculum?
2. Does teacher consider raising the problem of daily life, which is
the goal of Physics I, in the curriculum?
3. Does teacher consider the hierarchy of grades and units in relation
to SR?
4. Does teacher consider the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criteria of SR?
5. Does teacher deal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content according
to the goals set out in the curriculum?
1. Does teacher consider prior knowledge and misconceptions that
affect students as they learn SR?
2. Does teacher consider the confusion that student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learning SR (conflict with everyday terms/phenomena)?
3. Does teacher the students’ difficulty of applying the concept in SR
learning process?
4. Does teacher consider students’ level of understanding or level of
thinking?
5. Does teacher consider students’ motivation, interests, and needs?
1. Does teacher organize activities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R?
2. Does teacher constitute activities that stimulate students’ interest,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in constructing SR classes?
3. Does teacher use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real life in SR class?
4. Does teacher use various scientific representations in SR classes?
5. Does teacher constitute activities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students’ concepts in constructing SR classes?
1. Does teacher consider instructional resources that can affect
learning?
2. Does teacher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student at the
school that may affect learning?
3. Does teacher consider the environment of the teachers in your
school that can affect your learning?
4. Does teacher consider the social context that can affect learning?
5. Does teacher consider any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learning?

Score(N )
2
3
1
5
4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지식을 제외한 구문론적 지식, 교육과정 지식, 학생 이해,

미를 내포한다. 초기에는 준거 항목 내용의 고려 여부만을 0

교수 방법, 교수 맥락 요소는 각 항목의 언급 빈도에 따라

점, 1점으로 점수화했으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교사별로

0 3점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

작성한 내용에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수정

하는 이유에 대해 ‘빛에 근접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

하였다. CoRe에 관련 개념과 연관시켜 명시적으로 제시한

동을 기술하기 위해’라고 답하였으면 특수상대성이론의 본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였고,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0

래의 가치를 다룬다고 판단하여 구문론적 지식의 항목 1에

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실체론적 지식을 제외한 다른 요소

1점을 부여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항목별 빈도수의

에서는 CoRe에 제시된 내용이 두 개 요소를 포함한 경우

최대점수를 3점으로 상정하였고, 이는 ‘상’, ‘중’, ‘하’의 의

에는 중복 코딩할 수 있는 경우를 논의하여 반영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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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PCK components after teacher discussion.

Content
Construction

Strategy
Construction

Substantive
Knowledge
Syntactic
Knowledge
Knowledge of
Curriculum
Average
Students’
Understanding
Teaching
Methods
Context
Average

1st

teacher A
2nd

1st

teacher B
2nd

1st

teacher C
2nd

1st

teacher D
2nd

12

12

7

11

12

12

12

11

2

7

0

2

1

3

3

6

6

8

6

7

9

11

9

8

6.7

9.0

4.3

6.7

7.3

8.7

8.0

8.3

9

9

4

4

3

8

5

8

9

11

6

8

14

14

12

12

0
6.0

1
7.0

4
4.7

5
5.7

5
7.3

6
9.3

1
6.0

1
7.0

요소별 빈도수의 총합은 15점이었다. 분석 준거의 점수를
참고하여, 논의단계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듣고 읽고 메모하며, 참여 교사들이 CoRe에 대해 논의하
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PCK 요소를 찾아냈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을 활용해
자료를 채워나갔다.
두 번째 단계로, CoRe 개발 및 논의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전사된 교사 면담 자료를 연구자가
읽어나가면서 면담 질문 및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은 분석결과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
하였고, 분석이 완료된 뒤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보완하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후 동료 연
구자 및 과학교육 전문가와 세미나를 통해 검토하며 수정,

Fig. 1. (Color online) Teacher A’s PCK Changes.

보완하여 결론을 도출하였고,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검토받았다.

III. 연구결과
1. CoRe 개발과 논의를 통한 물리 교사의 특수상대
성이론 PCK 변화
CoRe 개발과 논의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PCK는 요소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그 점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는 분석 준거에 따라 교사들의 1차 CoRe와 2차
CoRe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점수를 나타낸 것이며,
Figure 1-4는 참여 교사의 PCK 변화 양상을 방사형 도표로

Fig. 2. (Color online) Teacher B’s PCK Changes.

나타낸 것이다. A 교사, C 교사, D 교사는 자신에게 부족했
던 PCK 요소를 채우는 방향으로 PCK의 변화가 나타났다.

간결하면서도 명료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A 교사는 2차 CoRe 내용이 가장 많이 변화된 교사였단.

들어, 1차 CoRe에서 7개로 선정하였던 빅아이디어를 2차

변화된 CoRe의 내용은 부족한 내용이 채워졌다기보다는,

CoRe에서는 관련 있는 개념끼리 묶어 5개로 통합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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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사는 1차 CoRe의 내용에 비해 2차 CoRe 내용이 크
게 변화하지 않았고, 내용이 보완되는 양상을 보였다. B 교
사는 1차 CoRe에서 빅아이디어를 4개만을 선정하였으나,
교사 논의 이후 2차 CoRe에서는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고, 특수
상대성이론의 두 가지 가정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마이컬슨-몰리 실험’과 ‘로렌츠 변환’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체론적 지식 점수가 향상되었다. 교사 논의를 거친 후 B
교사는 전략 수립 차원에서 교수 맥락과 교수 방법을 다양
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B 교사는 2차
CoRe 작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 유발을 위해
Fig. 3. (Color online) Teacher C’s PCK Changes.

영상 자료나 관련 도서를 이용하고, 과학사 맥락에서 과학
이론 변화 과정을 다루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
었다.
C 교사는 교수 맥락을 제외한 모든 PCK 요소에서 증가
양상을 보였다. 특히 CoRe 개발 후에 학생 이해를 고려
하는 부분에서 높이 증가하였다. C 교사는 논의를 통해 1
차 CoRe에서보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개념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의 선개념을 고려하며‘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다’와‘관측자에 따라 빛의 속도는 달라진다’를 추가하
였다. 그는 특수상대성이론의 추상적인 특성 때문에 학생
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였고, 이외에 물리 교과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다는 정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었다.

Fig. 4. (Color online) Teacher D’s PCK Changes.

마지막으로 D 교사는 1차, 2차 CoRe 작성에서 교수 맥
락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학생 이해 고려 측면에서

그 예로, 1차 CoRe 작성 시 ‘광속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D 교사는 1차 CoRe에서 내용 구성

원리’를 언급한 것은 2차 CoRe에서 ‘특수상대성이론의 두

차원의 실체론적 지식과 전략 수립의 교수 방법은 충분히

가지 가정’으로 통합하였다. 또 구문론적 지식에서 가장

갖추고 있었다. 특히 빅아이디어와 수업의 논리적 흐름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CoRe 2번 문항인

잘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특수상대성이론의

‘학생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문항에

본질적 가치에 관한 내용이 2차 CoRe 작성에서는 삭제가

대해 A 교사는 과학 개념의 가변성을 학생들이 아는 것이

되어 오히려 점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 개념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1차 CoRe 작성에서는

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빛에 근접한 속도로 움직이는

구문론적 지식을 특수상대성이론의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라는 특수상대성이론 본래의

활동으로 구성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두려움 해소를 목적으

가치를 다루고 있다. 이는 4명의 연구 참여 교사 중에 유일

로 한 활동이나, 물리학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하게 나타난 내용으로, D 교사가 학 생들이 특수상대성이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론의 큰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그러나 논의 이후 2차 CoRe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의 본질

보인다. 한편, 전략 수립 차원에서 학생 이해에 관한 내용

적 가치를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빅아이디어를 아는

중, 1차 CoRe 내용과 비교하여 ‘좌표계’에 대한 내용과 ‘상

것뿐 아니라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 관점의 차이를 고려

대성’ 용어에 대한 학생의 어려움과 혼동이 추가되었다. 이

하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구문론적 지식 증가가

같은 D 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고려는 2차 CoRe의 교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교수 맥락은 거의

방법에서 학생들에게 관련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활

고려하지 않았다.

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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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PCK components appears in the CoRe
discussion.
Frequency of
Proportion
discussion
(%)
(times)
Substantive Knowledge
72
31
Syntactic Knowledge
9
4
Knowledge of Curriculum
24
10
Students’ Understanding
55
24
Teaching Methods
58
25
Context
15
6
total
233
100
PCK component

Content
Constru
-ction
Strategy
Constru
-ction

Fig. 6. (Color online) The frequency of SR subject matter knowledge in the discussion.
2]. 교사들이 선정한 빅아이디어는 특수상대성이론의 내용
요소인 특수상대성이론의 가정, 특수상대성으로 나타나는
현상, 질량-에너지 등가성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모
두 포함하고 있다. 논의된 빈도는 Fig. 6과 같다. 광속불변
의 원리 (20회) 가 가장 많이 논의되었고, 시간팽창 (19회),
길이수축 (17회), 상대성의 원리 (16회), 동시성의 상대성
(15회), 질량-에너지 등가성 (12회)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논의가 되었다.
교사들은 두 가지 가정과 함께 관성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성계는 이후 일반상대성이론의 비관성좌표계와 대비되게
되므로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루어져야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고 혼동을 일으킬 여

Fig. 5. (Color online) The PCK components appears in
the CoRe discussion.

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광속불변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빛의 특성, 마이컬슨-몰리
실험과 빛시계,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특

2. CoRe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특수상대성이론 PCK

히 교사들은 관련 개념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어느 수준
까지 소개할지를 논의하였다. 특수상대성으로 나타나는 현

요소

상에서는 관련 내용과 함께 뮤온의 지표 측정, GPS의 시간
교사들의 CoRe 논의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PCK

오차, 로렌츠 변환 등이 언급되었으며, 일반상대성이론은

요소는 내용 구성 차원의‘실체론적 지식’ 요소로 Table 5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논의된 횟수는 72회 (31%) 이며, 전략

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E = mc2 , 핵반응, 원자력 발전,

수립 차원의‘교수 방법’이 58회 (25%), ‘학생 이해’는 55회

쌍생성과 쌍소멸, 상대론적 에너지 그래프 등이 논의되었

(25%) 로 그 뒤를 이어 많이 논의되었다. 반면, 내용 구성

으며, 비교적 일상생활과 접점이 많은 부분으로 교사들이

차원의‘교육과정’은 24회(10%), 전략 수립 차원의‘교수 맥

수업 도입과 전개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언급이 되었다.

락’은 15회 (6%), 내용 구성 차원의‘구문론적 지식’은 9회

또한 운동질량과 정지질량이나 쌍생성과 쌍소멸을, 빛보다

(4%) 의 비율로 나타나 비교적 적게 논의되었다. Figure 5

빠른 물체가 없는 이유 등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는 논의에서 나타난 PCK 요소를 비율에 따라 원형 도표로

모습을 보였다.

나타낸 것이다.
2) 학생 이해
1) 실체론적 지식
학생 이해에 대한 내용에서는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상대성이론은 학생이 이전까지 학습한 고전물리학

학생의 사전 지식과의 충돌 (21회), 개념이나 용어의 혼동

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개념뿐 아니

(13회), 학생의 적용 능력 부족 (10회), 분석적 사고 능력

라 선수학습 개념에 대하여 인지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1,

부족(7회)로 논의되었고, 물리학에 대한 흥미와 인식(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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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The frequency of Students’ Understanding in the discussion.
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특수상대성이론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개념 이해에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선수학습 내용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뉴턴 역학과 어긋나 보이는 부분, 상대속도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개념이나 용어의 혼동은‘상대성’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혼동과 좌표계에 대한 개념의 혼동에
대해 논의되었다. 학생의 적용 능력 및 사고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관련 문제를 접하였을 때 분석적으로 사고하지 못
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인‘관찰자’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기준을 세우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관찰자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운동하는 관찰자의 도입으로 인해 ‘좌표계’의
개념을 학생들이 혼란을 겪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10],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이
특수상대성이론을 학습하는 학생의 어려움을 비교적 잘 파
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수상대성이론은 비교
적 유명한 이론으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흥미를 보인다.
교사들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
고, 현대 우주론과 연결되어 있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임에도 현실은 평가와 관련하여 재미있게 수업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인슈타
인이라는 천재가 만든 이론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
또한 함께 가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특수상대성이론을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는 점과 이에 대한 고민을 논의하였다.

3) 교수 방법
특수상대성이론의 내용들은 실험이나 관측으로 확인하
기가 어렵고, 두 가정을 이해하고 수용한 후, 이를 전제하여

논리를 진행시켜야 한다 [3,5]. 따라서 교사들은 특수상대
성이론 수업에서 주로 가정과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수
방법을 많이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생 활동의 비율은 비교
적 적게 언급하고 있었다.
Figure 8은 논의단계에서 언급된 교수 방법과 4명의 교
사 중 그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교사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교수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특수상대성이론의 특수성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명의 교사가 모두 사용한다고 언급한 교수 방법은 정지된
시각 자료 제시, 실례 제시, 문제 풀이, 학습지였다. 6번째
항인 구체적인 설명 (specific explanation) 은 교수 활동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설명과 달리,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설명한다’는 표현을 명시하며 언
급한 것을 근거로 포함하였다.
교사들은 직접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할 수 없는 특수상
대성이론의 특성에 대해, 차선책인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현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고 언급하였
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사고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설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된 수업의 흐름은 강의
를 통한 설명이고 그 안에 시각 자료, 모형과 비유,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인지갈등
을 일으키거나 사고실험을 하며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계획된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후 개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현상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거
나, 양질의 문제들을 제시하여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한다고
언급하였다.

3. CoRe 개발과 논의에 관한 물리 교사의 인식
1)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새로운 접근 시도
교사 면담을 통해, CoRe 작성은 참여 교사들에게
생소하지만 의미있는 경험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이전에 CoRe를 접해보지 못하였고, 연구를
통하여 처음 접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CoRe 작성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교사 면담 자료이다.
D 교사 : CoRe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내가 이걸 (학생들이 시간,
거리, 질량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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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Teaching Methods presented in the discussion and the number of teachers using this strategy.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할 수 없었을

2) 특수상대성이론의 맥락 파악과 수업 구성의 명료화

것 같았는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후 면담)
A 교사: 학생들이나 교사한테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교사의 지식 발달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과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 하는 경험이었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친숙하진
않지만. (1차 면담)
특히, CoRe 작성은 교사들에게 수업을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반성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CoRe 를 통해 수업에 대해
반성적 고찰을 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교사의 반성적
고찰은 수업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사 면담 자료이다.
A 교사 : 학습 목표 개념별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교사가 알아야 될 것, 교사가 해야 하는 활동을 여태까지는
자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쓰면서 하다보니까
‘아, 내가 그냥 이걸 반복적으로만 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그런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1차 면담)
D 교사 : CoRe에 나오는 질문들은 (빅아이디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걸 생각하면서
교수 전략을 어떤 걸 쓸 수 있을지, 같은 질문들이 있으니까,
가르칠 내용이 좀 더 내용 지식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자료 만들거나
지도안 만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사후 면담)

CoRe 작성은 이론의 본질과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뽑아내고, 이를 체계화, 초점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개념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이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CoRe 작성 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하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해나가면서 수업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교사의 면담
예시이다.
D 교사 : 학생들한테 물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하는데, (CoRe)
작성을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저 스스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작성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개념 이해하는데 급급했지, 이 이론
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게 왜 중
요한지 생각해 보는 게 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후 면담)
C 교사 : 일단은 수업 구성을 할 때 이런 단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나가다
보니까 수업 전개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과거의 수업 전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중략) 명료화가 된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명료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예측까지 됐던 것 같아요. (2차 면담)
CoRe를 통해 교사들은 수업의 목표 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었으며,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며 수업 전체를 구상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교사가 수업을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수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은 교사의 수업 자신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여
교사는 CoRe 개발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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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내용지식 공유를 통한 동기 부여
교사들은 논의를 통하여 각각의 빅아이디어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나 학생 이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본인의 교수내용지식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B 교사 : 동료 교사의 언급으로 교사가 사전에 알아야
하는 지식, 수업 전략 등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차 CoRe에서) 마이컬슨-몰리
실험, 로렌츠 변환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사후 설문)
교사들은 논의과정에서 목표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의
이해 정도나 사전 지식, 적절한 교수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이 학교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CoRe
개발 과정에서 특히 논의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은 A 교사의 면담 예시이다.
A 교사 : 논의가 없이 CoRe를 작성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써놓고 나서 사실, 드러내고
나서는, 그냥 끝나는 거 같아요. 혼자 읽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면, 이건 잘됐을까 잘못됐을까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이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논의보다는. (2차 면담)
A 교사를 비롯해 다른 교사들도 다른 교사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만족을 표현하였고, 이는 자신의 수업방식을
돌아볼 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아야겠다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B
교사와 D 교사의 면담 예시이다.
B 교사 : 수업 구성 단계에서 가르칠 개념, 학생, 교사
자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방법을 고안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략) 강의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수업 자료와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이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보완해보고 독서 교육을 함께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후
설문)
D 교사 :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개념의 이해에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얘

기하면서‘어,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실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사후 면담)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 CoRe 개발과 논의과정을
통해 부각되는 PCK 요소를 탐색하고, 논의 이전과 이후
변화된 물리 교사의 PCK 요소를 탐색하였다. 또한, 참여
교사의 CoRe 개발과 논의과정 경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
았다. 이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과 함께 특수상대
성이론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CoRe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참여 교사의 PCK 요소는 CoRe 개발과 논의과
정을 통해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별로 변화한 PCK
요소와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구문론적 지식 (교사 A,
B, C, D) 과 교수 방법 (교사 C, D), 학생 이해 (교사 A, B)
요소의 점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PCK
요소보다 참여 교사의 실체론적 지식 요소의 점수는 1차
CoRe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오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체론적 지식 요소에 관하여, 교사들은 논의를
통해 관련 배경 지식을 확장하여 빅아이디어를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다른 교사에 비해
실체론적 지식 점수가 낮았던 B 교사는 특수상대성이론
빅아이디어 4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사 논의 후
빅아이디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논의과
정을 통해 특수상대성이론을 가르쳐야 하는 목표를 보다 명
료하게 제시하였고, 학생 이해 요소에 관한 내용에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D 교사는 논의 이후 학생
들이 어려워하고 혼동하는 ‘좌표계’,‘상대성’이나 ‘가정’이
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두 번째 연구결과에서는
교사 논의과정에서 부각되는 PCK 요소 중에서 가장 두드
러지는 PCK 요소 세 가지에 관해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에 관한 실체론적 지식, 교수방법, 학생이해
요소를 중심으로 교사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실체론적 지식은 학생의 어려움과 교수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 함께 언급되었기 때문에 논의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로 특수상대성이론 교수 방법과 학생 이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CoRe
개발과 논의과정을 통해 본인이 가르치는 특수상대성이론
수업의 본질적 목표와 이유를 고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고 인식하였고, 특수상대성이론 개념 요소를 체계화하고
수업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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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CoRe 개발 과정에서 다른 교사와 교수내용지식
을 공유해봄으로써 2차 CoRe 작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며 논의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Re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 [22,
27,28]. 이를 통해 물리 교사의 특수상대성이론 PCK 개발
을 위한 도구로 CoRe가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oRe를 활용함으로써 특수상대성이론
내용 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특정한 주제를 가르칠 때 교사가 방법이나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 통찰을 제공한다.
다만, CoRe를 통해 표현되는 정보는 PCK의 일부 측면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PCK로 볼
수 없으며, 한 그룹에서 파생된 특정 주제에 관한 CoRe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예. 특정 교사 그룹,
특정 시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1].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수상대성이론 PCK 요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 연구결과를 통해 특수상대성이론 CoRe 개발과 논의
과정 경험은 물리 교사의 특수상대성이론 PCK 요소를 변
화시킬 가능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
으로 CoRe 활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상대성이론 CoRe 개발 논의과정이 교사 본인
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PCK 요소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
었던 이유는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촉진했기 때문이
다. 개별 교사가 작성한 CoRe는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인
동시에 논의 진행의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1차 CoRe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동료 교사와의 논의를 통
해 고민하던 내용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켰으며,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변화된 내용을 2차 CoRe에 반영하였다. 특히
참여 교사들은 특수상대성이론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왜 가르쳐야 할지 수업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
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CoRe를 개발하고 논의하
는 과정이 교사들이 특정 주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22]. 수업에 관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수업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9,37–39].
둘째, CoRe 개발 이후 논의단계는 참여 교사의 집단 지
성이 발현되는 장으로 작용하여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인
의 독립적인 문제 탐색 과정을 거쳐 다양한 지식과 관점이
공유되어야 하며, 이때 협력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40,41].
이처럼 CoRe 개발의 논의단계는 참여교사의 경험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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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특수상대성이론 교수경력이 다른 교사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 경험을 의미 있게 반성할 기회를 지닐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B 교사는 1, 2차 CoRe PCK
변화 정도가 다른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CoRe 개발을 통한 논의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 정도에 따라
교사의 PCK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름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27]. 이후 연구에서 초보 교사와 경력이 많
은 숙련된 교사가 공동으로 CoRe를 개발하고 논의하였을
때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상대성이론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CoRe 활용 가능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 전체를 주제로 하여 하나의 CoRe로 작성
하도록 하였다. 이는 특수상대성이론 전반적인 내용지식을
포괄하여 논의를 이끄는 데에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
러나 특수상대성이론의 개념 중 하나를 주제로 하여 CoRe
를 작성한다면, 그 개념에 관련된 빅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CoRe의 개발과 논의단계에 초
점을 맞추었고,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CoRe를 개발하고 다른
교사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특수상대성이론 PCK 구
성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곧바로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내면화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42], 이후 연구에서는 CoRe 개발과
논의과정을 통해 변화된 교사의 인식이 특수상대성이론 수
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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