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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행 중등 고］학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화학영역 문항들이 우수한 화학교사 선발을 위해 적 

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범대학의 화학교육과 교수들을 대상£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14개 대학 중 13개 대 

학E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책이 제안되었다.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의 현행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과교육학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임용시험의 수준은 대학교재 중심이어야 하며 시험시간을 늘려 교과관련 전문지식을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 

어야 한다. 출제위원의 수를 늘리고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로 변별력이 뛰어난 교과교육학과 화학 각 분야의 평가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실생활과 접목된 화학문제 해결이나 종합적 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도록 궁해야 하며,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 제시된 화학 학습목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임용시험 문항과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중등 과학교사 임용시험, 화학교육, 문항분석

ABSTRACT. A survey has been administered to investigate the adequacy of the chemistry teacher employment exam
ination.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the professors of the fourteen departments of chemistry education all over the 
nation and the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the thirteen departments. From the analyses of the responses, the problems 
were pointed out and th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amination to recruit excellent chemistry 
teachers. Reconsideration of the ratio of subject matter education to subject contents, adjustment of format and number 
of questions, maintaining of proper degree of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of items, reconsideration of relevancy to prac
tical education, raising the number of committee for the examination, the reflection of the 7th science curriculum, and 
opening to the public of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Chemistry Education, Item Analysis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학교 건물이나 교 

수-학습 기자재의 선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학 

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교육이론이 소개되었으며, 교 

재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많 

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아는 유능한 교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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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일 

반적으로 교사, 학생, 그리고 교과(교육내용) 세 가지 요 

소로 나눈다. 교사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 

을 하며, 실제적으로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이레 이유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교 

육은 유능한 교사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능한 교사의 특성을 Combs 

등1은 ⑴ 세계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 (2)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 감정 이입의 능력, (3) 
인간의 행동과 인간 자신에 관한 정확하고 적정한 신념, 
(4) 자아에 관한 긍정적 신념 , (5) 교육목적 , 사회, 학교, 
교실 및 수업에 관한 교사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적정 

하고 합리적인 신념, (6) 교사 자신에게 알맞고 신뢰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개인적 발견 등을 들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우수 교원 선발을 목적으로 

전국 공립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 
(이하 임용시험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립 사 

범대학 출신자들에게 임용 우선권을 주는 중등교사 임 

용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 1991년부터 

시작된 교사 선발제도이다.2 시행 중 발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 임용제도 개선’을 국가수준에서 교육개혁 과제 

의 하나로 정하고, 1997학년도 임용시험(1996년 12월 

실시부터 1° 시험의 전공영역은 응답제한 논술형식 

의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2차 시험의 면접시험에서는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권장하는 등, 출제에서부터 채점 

및 결과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평가 절차를 일부 수정한 

것이 현행 임용시험이다. 2002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 

청의 임용시험 응시요강에 나타난 시험과목과 배점은 

Table 1과 같고,3 이와 같은 임용시험 요강은 각 시 •도 

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하다. 1997학년도부터 2001학년도 

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2학년도부터는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이 위탁받아 문제출제와 채점업무를 수행 

해왔다.
우수한 교사 선발에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교사임용 체제에서는 선발시험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임용시험은 바람직한 교사가 갖추어 

야 할 능력과 태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 

발하는 기능과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2
임용시험이 공신력 있는 선발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단위인 문항이 잘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부족한 인력으로 임용시험에 적합한 문항제작 

이 어렵고, 실시된 문항에 대한 분석과 비판 없이 똑같 

은 작업이 되풀이되면서 문항제작 및 분석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박도순과 변영계는 좋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요소로 

다음 시항들을 제시하고 있다.4 (1) 문항의 내용이 평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평가해야 한다. (2) 문항의 내용 

이 단순한 기억에 의한 사실보다는 분석, 종합, 평가 등 

의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항의 

내용 및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미 존재하는 진부한 형태 

가 아닌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미 출제된 문항이나, 
교과서 혹은 교재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4) 문항의 질문 

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응시자들의 

능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가치가 

없다. (6) 문항은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시험의 당락에 

관계없이 교사로서 꼭 공부해야 할 내용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문항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용시험에 적합한 문항은 첫째, 교육목표 

와 교육과정을 잘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즉 사범대학

Table 1. Test subjects and scores for the 2002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in Seoul3

Exam Test Contents Score Time(min)

1st Paper-pencil

- Introductory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 history, curriculum
& assessment, educational methods & technology, psychology, sociol- Education , • ° … „ 30 70ogy, administration & management, other courses on educational theory

- Multiple choice (60 items)
- Basic requirement courses

ajor - 20-30% in subject matter education, 80-70% in major subject 70 140
Subject ,- Limited essay test

Essay
2nd Interview

- Common knowledge for teaching 25
- Aptitude, personality, professionality for teacher 25

Teaching skill - Computer use on teaching & learning 10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중등 과학교사 임용시험 중 화학영역 문항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507

의 교과내용 및 중 • 고등학교 교육목표 등이 반영되어 

야 한다. 둘째, 임용시험 실시의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 

다. 셋째,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문항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응시자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 

해야 한다.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어 

휘 수준도 고례야 한다. 예를 들면, 한자 사용에 익숙 

하지 않은 세대의 응시자들에게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과지도가 끝난 후 학업성취 

도를 평가하는 시험과 임용시험과 같이 선발을 목적으 

로 하는 시험은 차이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피험자 집단 모두를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해 

야 하며, 평가 내용이 곧 학습의 일부분의 역할을 수행 

하고, 평가의 결과는 보충학습과 다음 진도 계획을 결 

정하는데 이용한다. 반면에 임용시험의 경우 교사 수행 

능력을 깆춘 응시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용시험과 같이 경쟁률이 높은 경우 상위권 학생 

들을 대상으로 난이도와 변별도 조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등학교 화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화학교사 

를 선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화학교사 임 

용시험이 화학 교과관련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일은 매 

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화학교사 임용시험의 전공 과목 문항 

들이 우수한 화학교사 선발을 위해 적절한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전국의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임용시험 

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학회에서 

몇 차례 임용시험의 문항 분석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5,6 
모두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전국적으 

로 교사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현행 임용시험 중 화학 영역의 출제 문항 

이 역량 있는 교사 선발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고, 임용 

시험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화학교사 임용시험 중 화학 전 

공영역은 전반적으로 출제범우〕, 문항형태, 문항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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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시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비율, 출제위원 수, 
채점위원 수, 영역별 배점이 적절한가?

(2) 전공영역 세부분야의 문항별로 타당도, 난이도, 지 

식 응용 정도, 문항의 명료성 , 채점의 용이성은 적절한가?
(3)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 

엇인가?
연구 방법. 임용시험 문항의 적절성과 문항 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화학교사 양 

성에 종사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연구 내용에 초점을 맞 

추어 ‘화학분야 임용시험의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지 

를 개발하였으며, 화학교육 전문가 3명의 검토를 거쳐 

문항을 수정 •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은 임용시험의 시 

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전공영역의 세 

부분야인 화학교육,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 

석화학, 그리고 공통과학 중 화학영역의 문항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나라 사범대학 중 현재 화학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14개 대학의 화학교육과장 혹은 화학교육 전공주임 

교수들에게 설문지를 2002학년도 전공 화학 및 공통과 

학 임용시험 문항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일반적 

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 

거나 또는 학과장(혹은 전공주임 교수)이, 전공 영역의 

각 세부분야 문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전공분야 교수가 

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지를 보낸 14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서 응답이 왔으며, 불충분한 자료는 개별적 

으로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재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수집된 자료 중 2002학년도 화학교사 임용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교수들의 출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연 

구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화학분야 임용시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 

학교육 전문가들에게 보내 수집한 설문의 응답을 분석 

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2002학년도 

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임용시험 관리를 맡으면서 

홈페이지7에 시험문항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는 전체 문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화학교과 전공영역 시험의 일반적 사항. 전공영역 시 

험의 일반적 인 사항은 먼저 리커트 (Likert) 형식으로 묻 

고, 그 답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서술하라는 형태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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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valuation for the question items on chemistry major test in the 2002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n = 17, 
answering rate in %)

Very 
Inappropriate Inappropriate Average Appropriate Very 

Appropriate Don't Know Mean*

Contents 0 23.5 35.3 41.2 0 0 3.18
Format of item 0 0 29.4 70.6 0 0 3.71
No. of items 5.9 29.4 17.6 41.2 0 5.9 3.00
Time 11.8 29.4 29.4 23.5 0 5.9 2.69
Subject ratio 5.9 58.8 11.8 23.5 0 0 2.43
No. of committee 0 29.4 41.2 29.4 0 0 3.00
No. of grading committee 0 29.4 23.5 41.2 5.9 0 3.24
Score 5.9 52.9 23.5 11.8 0 5.9 2.44
Structure of item 0 0 41.2 41.2 0 17.6 3.50

*1 = very inappropriate, 2 = inappropriate, 3 = average, 4 = appropriate, 5 = very appropriate.

문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에 대한 응답에서 ‘아주 부 

적절하다’는 1, 부적절하다’는 2, ‘보통이다’는 3,‘적절 

하다’는 4, 아주 적절하다’는 5점으로 입력하고, 잘 모 

르겠다’는 무응답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통계처 

리하였다.
전공영역에서 출제범우〕, 문항형태, 문항 수, 시험시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비율, 출제위원 수, 채점위 

원 수, 영역별 배점, 문항 구성 형태 등에 대한 응답 결 

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공영역의 출제범위를 기본이수영역으로 한 것에 대 

해서는 보통 (3.18)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서술형 

응답에서는 매년 출제경향(배점, 난이도 등)이 출제진 

의 구성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어 교사교육의 정상화 

는 물론 예비교사들의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 

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교사에게 요구되는 소 

양이 무엇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과 선 

발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응답제한 논술형의 문항형태는 적절하다 (3.71)는 평 

가가 나왔고, 문항 수 (15-20문항 정도)와 시험시간(140 
분)에 대해서는 보통(각각 3.00, 2.69) 이라는 평가와 함 

께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현행의 문항 수를 제대로 해 

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4년 간 배운 화학 지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문항 수와 함께 시험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실상 1999학년도에 120 
분에서 140분으로 시험시간을 늘렸으나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의견의 배경은 검사도 

구의 신뢰도와 관련된 것으로 문항의 수가 많아야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형태는 응답제한 논술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5지 혹은 6지 선택의 객관식도 

병용하여 문항 수를 늘리고, 시험시간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창의성, 분석력, 비판력, 조직력, 종합 

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 

는 논술형 문항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고, 출제 문항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교과 영역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다형 문항을 

사용한다면 주어진 시간에 많은 문항으로 광범위한 영 

역의 이해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타당도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추측요인에 의해 정답을 맞힐 확률 

이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형 문항에 단답형 문항을 추가해서 

활용하면 넓은 영역의 이해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 

문에 내용타당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추측요인에 의 

해 정답을 맞힐 확률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현행 비율은 부적절하다 

(2.43)는 평가가 나왔으며, 그 이유로는 교과교육학을 

전공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15.4%) 반응에서부 

터 교과교육학의 비율을 50%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7.7%) 응답이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교과교육학의 비 

율이 10-15% 정도가 바람직호］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전공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며, 
응답자 중 교과내용학 전공자가 교과교육학 전공자보 

다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 

다. 교과내용학 전공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행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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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범대 교육과정의 학점비율 

을 고려하면 교과교육학의 비중으로 30%는 너무 높고 

20%가 적당하나, 전공영역의 교과교육학을 교육학영역 

에 포함시키고 교과내용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교과내용학 비중이 낮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화학내용학 과목을 소홀히 공부한 결과 가르칠 교과내 

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현 

장에서 많은 오개념을 유발시키거나, 교과내용을 제대 

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태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출제위원의 수는 2002학년도에 화학교사 1명을 포함 

하여 총 5명이었는데 , 이에 대해 보통(3.00)이라는 평가 

가 나왔다. 2001학년도까지는 출제위원이 3명 (전공교수 

2명, 교사 1명)이어서 아주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 

는데 ,8 이레 불만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 

술형 응답에서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은 좋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 특정 전공교수에 의한 편중된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공 출제위원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 각 전공영역의 전문가가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출제위원으로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의 수를 3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교사채용시험에 교사의 참 

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 

교수 4명이 각기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문항을 출제하 

는데 교사 한 명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리고 출제위원의 명단은 합격자를 발표할 때 반드시 공 

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공시험 채점은 각 문항마다 3명의 채점위원(출제위 

원 1명과 교사 2명)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점 

수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통 

(3.24)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채점에 출제 교수 

2명과 교사 1명 이 참여해야 한다거나, 채점에도 전공마 

다 한 명씩 투입되어야 한다거나, 교사의 참여는 시험 

성격상 부적절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평가 

문항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영역의 세부분야별 배점은 부적절하다 (2.44)는 

평가가 나왔다. 참고로 2002학년도 임용시험 중 화학과 

전공영역 시험의 세부분야별 문항 번호, 문항 수와 배 

점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세부분야별 배점이 부적절 

한 이유로는 화학교육학 분야의 배점이 사범대학 교육 

과정의 전공교과 배당 시수를 고려할 때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화학교육학은 교육학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화학교육학의 비중 

을 10점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영역은 15점씩 배당하 

여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적합 

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문제도 응답자의 전공에 따 

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의견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 구성면에서 한 문항을 2-3개의 물음(소문항)으 

로 나누어서 문항을 제시하는 형태는 적절하다 (3.50)는 

평가와 함께 다소 복잡한 내용을 소문항으로 제시하여 

질문이 명확해지고 채점이 용이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공 영역의 세부분야인 화학교육, 물리화학, 무기화 

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이 설문에서도 먼저 리커트 5점 척 

도로 묻고, 그 답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서술하도록 하 

였다.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은 아주 그렇지 않다，는 

1, '그렇지 않다'는 2, 보통이다'는 3, 그렇다'는 4, 아 

주 그렇다'는 5점으로 입력했으며, 문항 중간에 응답자 

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부정문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은 적절성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입력한 후 통 

계 처리하였다. 이 때 출제자로 참여한 교수들의 응답 

중 본인의 출제문항에 대한 응답은 제외하였다.
화학교육 분야 문항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 2002학년 

도 임용시험의 전공영역 중 화학교육 분야의 문항에 대 

한 응답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화학교육 분야에서 출 

제된 문항들이 그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즉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화학교육 분야의 문항은 출제범위에 잘 부합된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보통 (3.38) 이라고 응답하

Table 3. Items and scores for each domain on chemistry major test in the 2002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Subjects Chemistry 
education

Physical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Or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Total

Item nu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o. of items 4 (9)* 4 (8) 3 (6) 4 (6) 2 (4) 17 (33)
Score 18 15 14 14 9 70

*Numbers in the parentheses indicate the total number of items including smal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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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evaluation for the question items on chemistry education field in the 2002 chemistry teacher employment exam
ination (n=11)*

Item No. 1 2 3 4 Total

Small items 1 2 3 1 2 1 2 1 2 9
Score 2 1 2 1 3 3 1 3 2 18
Validity 3.27 3.55 3.45 3.64 3.64 3.09 3.55 3.00 3.27 3.38
Difficulty 3.09 3.00 2.91 3.55 3.64 3.00 3.55 2.82 2.91 3.16
Memory 2.45 2.45 3.18 3.09 3.73 3.09 3.82 2.73 3.64 3.13
Clarity 3.82 3.73 3.73 3.73 3.73 3.18 3.73 3.82 3.09 3.62
Grading 4.09 4.18 3.91 3.73 3.27 3.00 3.45 3.09 2.09 3.42
Total 3.35 3.38 3.44 3.55 3.60 3.07 3.62 3.09 3.00 3.34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undecided, 4 = agree, 5 = strongly agree.

였다.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즉 난이도와 변별도 측면에서 문항의 수준은 

어떠했는가를 알아본 결과도 보통 (3.16) 이었다고 했다. 
이해와 적용을, 혹은 단순 암기지식을 요구하는 문항들 

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보통 (3.13)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문항 1-1 과 1-2는 5점 척도에서 평 

균 2.5점 이하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단순 암기지식을 

요구하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항마다 질 

문 내용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적 

절하다 (3.62)고 하였다. 그리고 채점은 대체적으로 무난 

할 것 (3.42)으로 나왔으나 문항 4-2는 평균 2.09로 채점 

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문항 

2와 3-2가 평균 3.5점 이상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좋 

은 문항으로 판정되었다.
화학교육 분야의 전체 문항은 임용시험 문항으로 약 

간 적절하다 (3.34)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서술형 응 

답에서 화학교육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교육학적 

인 문항이(문항 2와 3) 주를 이루고 있어 화학과 교육 

의 연계는 물론 교실 현장과 좀 더 밀접하고, 일상 생 

활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문항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있었다. 또한 화학교육의 문항을 내용학과 좀 더 밀 

접하게 연관시켜 문항 4와 같거나 최소한 문항 3-2와 

같이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국의 사범대학 학생 

들 수준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적절한 것 같으나, 응시 

자는 많고 채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어렵게 

출제해서 상위권자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2002학년도 1번 문항을 보면, 제 7차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자질이 높 

은 과학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교육과 과학교 

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과 시도, 그리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 

을 기울이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문항이다.

〈문항 1> 아래의 글은 제 7차 과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총 5점).

-기술 지문 생략-

• 밑줄 친 (A) 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 

하였던 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2점).

• 밑줄 친 ⑻의 '새로운 과학 교육 사상‘ 을 일 

컫는 용어를 쓰시오(1점).

• 제7차 과학과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과학 교육의 

목적을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2점).

그러나 이 문항을 검토해보면, 긴 지문의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학문중심 교육과 

정 헤서 강조하였던 내용대신 현재 시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방향이나 정책, 현안 교육과제, 학교에서 시도 

되는 주요한 교육적 노력 등을 강조하여 ‘새로운 과학 

교육 사상’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 문항을 문항제시의 기본 원칙에 따 

라 쉬운 질문에서 어려운 질문으로 제시하고, 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제7차 과학과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과학 교육의 

목적을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0.5점).

• 밑줄 친 (B) 의 새로운 과학 교육 사상’을 일컫는 

용어를 쓰시오(0.5점).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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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A) 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 

하였던 내용 2가지를 쓰고, 그 2가지가 밑줄 친 (B)의 

'새로운 과학 교육 사상’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용을 쓰시오(4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새로운 과학 교육 사상

② —

또 다른 예로 2000학년도에 출제된 과학교육학 영역 

의 5문항 중 두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A)와 (B)에 들어갈 알맞 

은 용어를 쓰시오(3점) (지문생략)

전과학a(A)a과학의 위기a(B)a

〈문항 4> 중학교 3학년 과학을 담당하는 김 선생님 

은 다음과 같은 수행 평가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 

하였다.(제시한 과제물 생략) 위의 예와 같이 장기간 

에 걸쳐 학생들에게 다양한 평가 과제를 부여하고 지 

속적으로 수집된 결과물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수 

행평가 방법의 이름을 쓰고，그 장점을 세 가지 쓰시 

오(3점).

• 이름:

• 장점:

문항 과 4에서 제시된 장문의 설명은 이 문항을 해 

결하는데 꼭 필요한 지문도 아닐 뿐더러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서 웅답제한 논술형식의 평가 방식의 장점을 살 

리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1-2개의 문항밖에 출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복잡 

한 사고기능과 문제해결 능력 측정이 가능한 질문을 효 

과적으로 중해야 한다.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좀 더 많 

은 문항을 단답형 주관식으로 배점을 작게 책정하여 줄 

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항 3의 경우 바로 전해 

의 시험에 출제했던 Kuhn의 과학혁명론9을 반복하여 

다루면서 용어를 묻는 단답형의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 

해와 적용을 평가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으로 발전시키

Table 5. Classification of the items of the chemitry education field into the subordinated categories

Year Teaching & Learning Theory Curriculum ['：“。° ?'story& Evaluation
Philosophy

1997

Discovery learning with V map Characters of 7th curricu- Lakatos' research Process skills
Misconceptions lum program
Lawson's learning cycle
Analogue model

1998

Lawson's learning cycle STS Aptitude
Intuitive concepts Process skills
Conceptual change (data analysis)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equlibrium)

1999

Ausbel's meaningful learning (with Piaget's Differential curriculum Process skills
cognitive development) (lab report)
Hypothesis test
Inquiry learning (chemical bonding)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density)

1999a*

Inquiry learning Differential curriculum Inductivism
Popper's falsificationism 
Kuhn's scientific revo
lution

2000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analogy) System & advantages Kuhn's scientific Assessment
Application of STS revolution method

2001
Bruner's theory Kloper & Lakatos'research pro- Criteria for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Bloom's domain of objectives gram assessment (lab

Integrated processes report)

2002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Comparison of STS & dis- Lakatos' research pro
Novak's concept map & cipline-centered curriculum gram
Lawson's learning cycle Goal of science education

Addition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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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 4의 경우 ‘수 

행평가 방법의 이름’을 묻기보다는 이름을 주고 방법을 

설명하라는 것이 적절하며 다른 문항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문항 3과 4와 같은 단답형 주관식 문제는 

각각 3문항으로 늘리고 하나에 1점씩 배당하는 것이 적 

절하다.
교과교육 분야를 교수 • 학습이론, 교육과정, 과학철 

학 및 과학사, 그리고 교육평가로 구분하여 1997학년도 

부터 2002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류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매해 교수 • 학습이론이 강조되었고, 제7차 교 

육과정 도입 이후 과학 교육과정 관련 문항이 항상 출 

제되었으며, 최근에는 과학철학 및 과학사가 연속해서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다.
교수 • 학습이론 영역에서는 Piaget의 인지발달론10이 

1998학년도 이후 계속 출제되었으며, 과학철학 및 과학 

사 영역에서는 Lakatos의 연구프로그램11 중 핵과 보호 

대를 구분하는 문항이 3차례 출제되었다. 더욱이 2년 

연속 Kuhn의 과학혁명 이론에서 출제되고, 그 후 2년 

연속 Lakatos의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문항이 출제된 것 

은 임용시험 출제문항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고, 과학철 

학이나 과학사 부분의 다양한 지식을 평가하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평가 영역에서는 

화학과 교육학이 연계되고 탐구실험을 적용한 분석과 

종합 등의 고등사고능력이 요구되는 문항들이 많이 나 

타났다. 해가 거듭될수록 전반적으로 분석과 종합을 요 

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은 고무적인 반면, 
교육과정 영역에서 여전히 단순 암기지식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물리화학 분야 문항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 2002학년 

도 임용시험의 전공영역 중 물리화학 분야의 문항분석 

결과는 Table 과 같다. 물리화학 분야에서 다룬 내용 

이 물리화학을 대표하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포 

함하고 있는지, 즉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적절했으며 

(3.64), 난이도는 약간 적절한 것 (3.36)으로 나타났다. 이 

해와 적용을, 혹은 단순 암기지식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보통보다는 약간 적절한 정도 

(3.36)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항마다 묻고자 하는 내 

용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4.21), 채점도 용이할 

것 (4.23)으로 평가되었다.
물리화학 분야의 전체 문항은 임용시험 문항으로 적 

절하다는 (3.76) 평가와 함께 물리화학의 기본 영역인 열 

역학, 양자역학, 반응속도론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문항 5, 6, 7번이 좋은 문항으로 평가 

되었는데, 반응속도론을 다룬 문항 7-1 은 좋은 문항 

(3.91)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출 문항과 유사하다는 지적 

이 있었다. 문항 8번은 분광학 영역에서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의 관계를 물어본 것으로, 양자화학의 어려운 

연산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평가하려는 의도는 보이나 

문항 8-1 은 암기에 의해서도 답을 할 수 있는 물음이 

되었다. 그리고 특정 물리화학 교재 *에 있는 그림을 그 

대로 사용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 

다. 아울러 일반화학 수준의 기초적인 물리화학 내용을 

분석 혹은 종합하는 수준의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 

견도 제시되었다.
물리화학 분야에서는 화학과 교육을 연계한 문항이 

2000학년도에 출제된 바 있다(문항 13).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화학을 가르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반응의 자발성 ’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물론 분석 

수준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통해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중 •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의 내용만 알아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를

Table 6. Results of evaluation for the question items on physical chemistry field in the 2002 chemistry teacher employment exam
ination (n = 7)*

Item No. 5 6 7 8 Total

Small items 1 2 1 2 1 2 1 2 8
Score 2 1 2 1 3 2 2 2 15
Validity 4.14 4.00 3.71 3.71 4.29 4.00 2.57 2.71 3.64
Difficulty 3.57 3.43 3.29 3.57 3.57 3.57 3.00 2.86 3.36
Memory 3.29 3.29 3.29 3.14 3.71 3.71 3.00 3.43 3.36
Clarity 4.00 4.29 4.43 4.43 4.29 4.29 4.00 4.00 4.21
Grading 4.53 4.57 4.57 4.57 3.71 4.29 3.86 3.86 4.23
Total 3.89 3.91 3.86 3.89 3.91 3.97 3.29 3.37 3.76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undecided, 4 = agree, 5 =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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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of the items of each chemistry field into the subordinated categories

Year Physic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1997

④ Phase equilibrium
⑦ Eqn. for reaction rate
⑨ Molecular orbital for NO

① R-S forms of alanine Fisher’s 
projection formula

② Halogenation of alkene,
⑤ IR & 1H NMR spectrum of 

acetone & acetic aldehyde, 
Mass spectrum of 5-methyl- 
2-hexanone

⑥ Nitrosation of benzene, halo
genation

① Effective nuclear charge, 
ionization E of elements

② Covalent bond (VBT,
MOT)

⑤ Transitional element

① EDTA titration

1998
① Ideal gas & real gas 
④ Liquid-solid phase eq.

① Chlorination of alkene
② Hybrid orbital of ethylene 

molecule & reaction

② Ionic bond ① 1M H2SO4

1999

② Isothermal expansion
⑦ Eqn. for reaction rate
⑧ Atomic spectroscopy for He
⑨ Atomic orbitals for H & He

④ Reaction mechanism of t- 
butyl chloride

⑤ Identifying compounds by 
:IR, NMR, UV, Mass data

⑤ Charge transfer of Mn, 
Redox reaction, substi
tution, trans effect, coor
dination isomer of 
complex

④ Polarography

1999a*

② Isothermal expansion
⑦ Reaction rate for 1st, 2nd 

order reaction

④ Nucleophilic substitution
⑤ 1H NMR for vinyl acetate

② Structure of ionic com
pounds

② Acidic dissociation of
HF, pH of acetic acid & 
NaOH

⑤ Reaction of MnO4- &
C2O42-

2000

③ Condition for spontaneous 
reaction, AG = AH - TA S

⑦ Reaction mechanism of
ozone

⑨ Harmonic oscillator

① Chlorination of 〃-butane, 
Bromination of alkene

⑤ IR, 1H NMR, Mass spectrum 
of C9H10O

⑥ Synthesis of m-, ^-bromoni- 
trobezene

① Periodicity of elements 
in periodic table

⑤ Crystal field theory, 
Jahn-Teller distortion

② Titration of NH3 & HCl
⑤ Chemical reaction of 

Galvanic cell & electro
motive force

2001

⑥ Gibbs energy for gas, 
Entropy change of isother
mal expansion

⑦ Eqn. for reaction rate

① Bromination of propane
③ Synthesis of CzHsBr fom 

C2H5OH & mechanism
⑤ 13C NMR of cycloalkene &

1H NMR spin-spin splitting

③ Acidity of oxyacid
④ Hybridization, Bent’s rule
⑤ Resonance of K。。

③ pH of buffer sol, buffer 
capacity, Henderson- 
Hasselbalch eqn.

2002

② Entropy change of isother
mal expansion

④ Liquid-liquid phase eq.
⑦ Eqn. for reaction rate
⑧ Electronic transition of 

molecule

⑤ Ozonolysis of C7H14, 

13C NMR & 1H NMR
⑥ Bromination of cyclohexene
⑥ Reaction of C6H5C3H7

① Allotrope of C
③ Basicity of amine
⑤ 兀 orbital of ligand, 

Selection rule for elec
tron spectrum

④ Potentiometric titration
⑥ Chromatography

^Additional examination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레 노 

력을 계속할 필요7%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7학년도 

부터 2002학년도까지 출제된 화학 각 분야의 기출 문 

항들을 하위 범주별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보면 물리화학 분야는 대략 아홉 가지 세부 

분야로 정리된다: ① 완전기체와 실제기체, ② 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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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발성 여부, ④ 화학평형과 상평형, ⑤ 화학포텐셜, 
⑥ 혼합물, ⑦ 반±속도, ⑧ 분광학, ⑨ 양자역학. 물리 

화학에서는 매해 다양한 형태의 반응속도론이 강조되 

었고 그 뒤를 이어 열역학, 상평형 , 양자역학이 자주 출 

제되었다. 전반적으로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물리 

화학의 주요 주제를 골고루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화학 분야 문항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 전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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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evaluation for the question items on inorganic chemistry field in the 2002 chemistry teacher employment exam
ination (n = 8)*

Item No. 9 10 11 Total
Small items 1 2 1 2 1 2 6
Score 3 2 2 2 2 3 14
Validity 3.75 3.50 3.75 3.63 3.75 3.75 3.69
Difficulty 3.25 2.50 3.75 3.75 3.38 3.13 3.29
Memory 3.00 3.25 3.88 3.75 4.00 3.38 3.48
Clarity 3.38 3.50 3.75 3.50 4.00 3.38 3.58
Grading 3.75 3.25 3.50 4.13 3.63 3.50 3.63
Total 3.43 3.20 3.73 3.75 3.68 3.43 3.53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undecided, 4 = agree, 5 = strongly agree.

의 무기화학 분야의 문항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무기화학 분야의 출제범위에 대한 타당도는 적절 (3.69) 
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문항의 난이도 수준은 보 

통(3.29)이라고 평가되었으나 9-2 문항의 경우는 적절 

하지 못한 것 (2.50)으로 나타났다. 이해와 적용을, 혹은 

단순 암기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인지를 묻는 질문에 보 

통 (3.48) 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항마다 물어보고자 

한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3.58)고 했으며, 채 

점의 용이성도 적절 (3.63)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기화학 분야의 전체 문항은 임용시험으로 적절(3.53) 

하며 문항 10과 11-1 이 좋은 문항으로 평가되었다. 서 

술형 응답에서는 개선할 점으로 단순암기를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개발이 요 

구되며, 문항 9, 10번 모두 혼성궤도함수 이론과 관련 

된 문항으로 한 문항 정도는 분자궤도함수 이론에 대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 

반적으로 기초적인 무기화학 이론이 결여되어 있고, 특 

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1997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무기화학 분야의 기 

줄문제를 분류한 결과를 보면 대략 다섯 가지 세부 분 

야로 정리된다(Table 7): ① 원소의 주기성, ② 화학결 

합, ③ 산-염기, ④ 분자의 구조와 반응성, ⑤ 배위화학. 
세부 분야별 출제 경향을 보면, 매해 배위화학이 강조 

되어 출제되었고 그 뒤를 이어 화학결합이 자주 출제되 

었으나 최근에는 산-염기 분야가 부각되고 있다. 전반 

적으로 배위화학이 강조되었고, Huheey와 Douglas의 

무기화학 교과서 "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
유기화학 분야 문항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 전공영역 

의 유기화학 분야 문항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유 

기화학 분야의 출제범위에 대한 타당도는 적절하다(3.60) 
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문항의 난이도 수준은 보통 

(3.42) 이며, 이해와 적용을, 혹은 단순 암기지식을 요구 

하는 문항인지를 묻는 질문에 보통 (3.25) 이었다는 평가 

가 나왔다. 문항마다 물어보고자 한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3.88)고 했으며, 채점의 용이성도 적절 

(3.56)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기화학 분야의 전체 문항은 임용시험으로 적합(3.54) 

하며, 문항 12와 15는 좋은 문항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문항 12에서 14까지 모두 사이크로핵산과 벤젠계를 

다루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화학 영역을 고루 평 

가하지 못하여 타당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출제 범위가 좀 더 다양하게 분포되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문항 

을 지양하고 이해와 적용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출 

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채점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으나 좀 더 종합 

적인 사고와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필요하다는 지 

적도 있었다.
2002학년도 유기화학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문 

항이 출제되었는데 모두 방향족 화합물과 반응조건을 

주고 생성물의 구조식을 쓰라는 문항이었다. 따라서 현 

재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유기화학의 주요 주제를 다양 

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 15의 경우는 분광학 자료를 참고하여 방향족 화 

합물의 반응을 완성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 

할 수 있는 문항으로 생각된다.

〈문항 13> 다음 반응에서 생성되는 주생성물을 제 

시하시오(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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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evaluation for the question items on organic chemistry field in the 2002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n = 8)*

Item No. 12 13 14 15 Total

Small items 1 2 3 6
Score 3 4 1 1 1 4 14
Validity 4.00 3.50 3.38 3.63 3.50 3.63 3.60
Difficulty 3.75 3.38 3.25 3.25 3.25 3.63 3.42
Memory 3.50 3.13 2.88 3.13 2.88 4.00 3.25
Clarity 4.00 3.88 3.75 3.75 3.88 4.00 3.88
Grading 3.38 3.63 3.63 3.63 3.63 3.50 3.56
Total 3.73 3.50 3.38 3.48 3.43 3.75 3.54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undecided, 4 = agree, 5 = strongly agree.

（방향족 화합물로부터 A, B, C, D 반응식 지문 생략） 

〈문항 14> 다음 반응에서 생성되는 주생성물을 제 

시하시오（3점）.

（방향족 화합물로부터 A, B, C 반응식 지문 생략）

〈문항 15> 화합물 A로부터 진행되는 유기화학 반 

응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각 생성물들의 구조를 그 

리시오（4점）.

（방향족 화합물로부터 A, B, C 반응식과 NMR peaks 

data가 제시된 지문 생략）

1997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출제된 유기화학 분 

야의 문항을 분류하면 대략 여섯 가지 세부 분야로 정 

리된다（Tbe 7）: ① 알칸과 입체화학, ② 알켄의 반응, 
③ 알코올과 에테르, ④ 할로겐화 알킬, ⑤ 분광학, ⑥ 

벤젠과 방향족화합물. Table 7에 나타난 세부 분야별 출 

제 경향을 보면, 매해 분광학이 강조되어 출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알칸과 방향족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문 

항이 자주 출제되었다. 응시자들은 분광학 분야의 스펙 

트럼을 해석하는 연습이 유기화학에 대한 효율적인 준 

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현재 대학에서 배우 

고 있는 유기화학의 주요 주제를 골고루 출제해야 하며, 
주로 반응을 묻는 문제가 많은데 이보다는 원리를 묻는 

문항 개발에 힘써 야 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화학 분야 문항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 전공영역 

의 분석화학 분야의 문항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화학 분야에서 출제된 문항들의 출제범위에 대한 

타당도와 문항의 수준은 보통（각각 3.20, 3.25） 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해와 적용을, 혹은 단순 암기지식을 

요구하는 문항들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보통 （3.20） 
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항마다 물어보고자 한 내용 

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3.75）, 채점은 무난 （3.50）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화학 분야의 전체 문항은 임용시험 문항으로 보 

통 수준 （3.38）의 평가가 나왔으며, 문항 17은 다른 문항 

들에 비해 비교적 좋은 문항으로, 16-2는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다. 문항 16-1 은 내용의 중요도가 낮은데 반해

Table 10. Results of evaluation for the question items on analytical chemistry field in the 2002 chemist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n = 5)*

Item No. 16 17 Total
Small items 1 2 1 2 4
Score 3 1 2 3 9
Validity 3.40 2.80 3.40 3.20 3.20
Difficulty 3.40 2.80 3.60 3.20 3.25
Memory 3.00 2.80 3.60 3.40 3.20
Clarity 4.20 2.80 3.80 4.20 3.75
Grading 3.20 3.20 3.80 3.80 3.50
Total 3.44 2.88 3.64 3.56 3.38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undecided, 4 = agree, 5 =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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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이 너무 높고, 16번 문항은 총 4점의 배점을 분배, 
흡착, 이온교환 및 크기별 배제에 1점씩으로 배분했어 

야 적절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분석화학 분야에 

할당된 배점이 적어 문항 수의 제약이 크게 작용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 

무 편중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내용타탕도가 낮다 

고 할 수 있다. 적은 수의 문항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 

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전기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룬 17번 문항 

은 Hams의 분석화학 교과서14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했다는 지적 이 있었으며, 문제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실험장치 그림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영역이나 실생활과 연계시 

켜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 개발이 개선방안 

으로 제기되었다.
1997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출제된 분석화학 분 

야의 문항을 분류하면 대략 여섯 가지 세부 분야로 정 

리된다(T泌" 7): ① 농도계산, ② 산 • 염기 , ③ 완충용 

액, ④ 전기화학, ⑤ 산화• 환원, ⑥ 기기분석 (크로마토 

그래피).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도계산, 산 • 염 

기, 전기화학, 그리고 산화•환원 관련 문항들이 각각 

2회씩 출제되었다. 농도를 계산하는 질문의 경우 기초 

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는 있으나 대학 전공과목 수준의 

질문을 첨가하고 점수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분 

석화학의 주요 주제를 골고루 출제하는데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시험 문항 출제 개선 방안. 응답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 중 임용시험 문항 출 

제 개선 방안과 관계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용시험 전반에 걸쳐 과학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전혀 부각되고 있지 않다. 제7차 과학교육과정에는 화 

학I의 학습목표를 가 물질 현상의 탐구를 통하여 화학 

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한다. 나. 
물질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 

활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한다. 다. 물질 현상과 화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다. 라. 화학이 기술의 발 

달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라고 제 

시하고 있으며, 화학 II의 학습목표는 가 탐구 활동을 

통하여 화학의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나. 물질 현상을 과 

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일상 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한다. 다. 물질 현상과 화학 학습에 흥 

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라. 화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 

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5 궁극 

적으로 학교에서의 화학교육은 과학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반영해야 하므로 화학교사를 임용함에 있 

어 위와 같은 화학 학습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2) 최근 출제된 임용시험 문항을 검토해보면 수준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제자나 

예비교사를 육성하는 교수들은 출제된 내용이 너무 쉽 

다고 하고, 교육청 관계자나 응시자들은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용시험 문항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요 

구된다. 응시자 전체의 답안과 합격자들의 답안을 분석 

하여 출제문항에 대한 난이도, 변별도 등에 대한 정확 

한 분석을 통해 차후 출제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3)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의 출제를 지양하고 대 

학교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교과서가 어떻 

게 변하든, 교육과정 이 무엇을 요구하든 교사는 자력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기초화학 분야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단순 암기 문항을 지양하고, 이해와 적용이 요구 

되는, 즉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교 

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개발이나 문제해결력과는 

무관하게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다. 생화학이나 환경화 

학 영역을 포함시켜야 하며, 영역간 통합적인 문항, 실 

험상황과 연계된 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전공교수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좀 더 많은 

수의 출제위원의 참여가 요구된다. 매년 출제경향(배점, 
난이도 등)이 출제진의 구성에 따라 바뀌고 있어 사범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예비교사들의 시험준비에 어려 

움이 많다. 따라서 중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지식 

이 무엇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과 척도 

가 무엇인지 먼저 기본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개념적 이해뿐 아니라 탐구 활동에 관한 문항, 학 

생의 흥미에 관련된 또는 실생활 상황에서의 화학내용, 
그리고 과학사 및 과학철학에 관한 문항개발이 필요하 

다. 화학교사가 탐구적으로 실험해보지 않고 탐구적으 

로 가르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대학의 

일반화학 수준의 내용을 탐구적인 실험과정과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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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시켜 문제를 출제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대 

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학생들의 탐구 사고력을 묻는 

문항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그레 학생 

을 지도할 교사에게는 단순 지식과 적용 문제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탐구 사고력을 묻는 문항들이 출제되어 

야 할 것이다. 화학교육 목표에서 실생활에서의 적용능 

력을 강조하고 있듯이, 같은 화학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화학 내용과 관련된 문항 출제 

도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우수교원의 선발’과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정상 

화 유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발표 

한 이후 1997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시행된 화학 

교사 임용시험을 분석한 결과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이 뚜렷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 

수한 화학교사 선발에 적합한 도구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이 적절한가를 알아본 

결과,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현행 비율에 대해 

교과교육학 전공자와 교과내용학 전공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과교육학을 교육학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공시험의 출제범위 （기본이수 

영역）와 출제경향（배점, 난이도 등）이 출제진의 구성 

에 따라 해마다 달라져 예비 교사들의 시험준비에 어 

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중등교사에게 요구되 

는 소양과 전공지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 

이 무엇인지를 명시한 평가요목을 정립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임용시험 문항의 형태,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적절 

한가를 알아본 결과, 응답제한 논술형의 문항형태는 적 

절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4년 간 배운 화학내용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문항 수와 함께 시험시간을 늘려야 한 

다는 주장이 많았다. 주관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 

별력을 높이기 위해 5지 또는 6지 선택의 객관식도 병 

용하여 문항 수도 늘리고, 시험시간도 늘려 교과관련 

전문지식을 깊이 있게 묻고, 학생들에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03, Vol. 47, No. 5

임용시험 문항의 타당도와 난이도를 알아본 결과, 각 

영역을 대표하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는 

노력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교수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제요강을 명확히 정립하고, 
더 많은 수의 출제위원의 참여가 요구된다. 전국의 사 

범대학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도구라면 난이 

도가 적절한 것 같으나, 응시자는 많고 채용률이 낮은 

선발고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어렵게 출제해서 변 

별력을 높여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을 지양하고 종합적 

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특 

정 이론이나 개념, 지식을 알고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이론, 개념, 지식을 실제 학교 교육현장과 관계지어 생 

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필요 

하다. 아울러 화학 영역간의 벽을 허물고, 2개 이상의 

영역 내용이 연계되는 통합 영역적인 문항이나, 화학과 

실생활이 접목된 문항을 출제하여 문제해결이나 종합 

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용시험 전공영역의 출제범위와 수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임용시험의 수준이 중 • 고등학교 교과서 이 

해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 전공 수준의 문항을 출제 

하여 교사들의 개념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전공 수준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어려운 개념까 

지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중등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임용시험 문항의 내용과 형태가 임용시험 준비생들 

에게는 곧바로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며 사범대학은 물 

론 임용시험 준비 책자나 학원 강의에 즉각 반영되는 

잠재적 교육과정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다. 따라서 임용시험을 통해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것 

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응시자 전체와 합격권 내 응시 

자들의 답안을 매년 분석하여 출제문항에 대한 난이도 

와 변별도 등에 대한 정확한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교사 임용시험이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적인 학력을 평가하는 적합한 도구로 인정받고 우수교 

원을 확보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상과 같은 제안들을 신중하게 고례 적극적인 대응책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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