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학사학회지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제25권 제2호 (2012년 5월), 97–111

교수에대한수학적지식의관점에서본

지필평가문항분석

An analysis of test items from the viewpoint of the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석현 Seok Hyeon Lee 한길준* Gil Jun Han

본 연구는 평가 문항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교수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 (MKT)’의 영

역과 비교하여‘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의 영역을 알아볼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A교육청의 컨설팅단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문항에 대해 컨설팅을

한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알아보

았으며 교사들이 보다 질 높은 평가 문항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항 출제

관련 연수 및 컨설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area of knowledge required for constructing test
items by comparing the consulting contents with the area of MKT(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This paper collects the consulting results by the consult-
ing group of A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from 2007 to 2009, and analyzes and
categorizes the results. The knowledge for constructing test items are known by
the analysis on the consulting contents. Training and consulting for teachers are
necessary to enable them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se categories and im-
prove the quality of test items.

Keywords: 평가문항 (test items), MKT

1 서론

교육학자들 (황정규, 2002; 성태제, 2002; 조승제, 2007; 김대현, 김석우, 2008; 김석우,

2009)이 주장하는 교육평가의 목적은 학습자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구

분, 교수 ·학습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정보의 탐색, 학습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의 향상이다. 전미수학교사협의회 (NCTM, 1989)에서는 평가의 목적을

각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수업 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점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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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서 학생들은 문제의 뜻이 명료하지 못하다든지, 답을 어떻게 써야 할지, 교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강봉규, 박성혜, 2010). 또한 대학 교

수와 교육 행정가들은 교사가 교육평가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생

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인제, 신현용, 2004).

그 동안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객관식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된 연구 (홍순창, 1994; 김우상, 1998; 박선제, 2007; 남해룡, 2008), 교사들의 출제 문항

과 관련하여 교사의 PCK를 활용하여 수준별 평가문항을 제시하는 연구 (조초롱, 2008;

한다롱, 2009), 문항의 출제 경향과 문항의 양호도와 관련된 연구 (홍영미, 2008), 문항

편집상의 오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연구 (문영수, 2008), 본인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출제 과정 속에서 문항의 수정, 문항 반응분포를 통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신범

영, 2010), 타당도와 교육목표의 누락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최우정, 2005)가 이루

어졌다. 또한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기준에 대한 수학교과의 설명과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학생평가에서 구현하는 사례를 담고 있는 연구 (김수동, 김선희, 2005)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의 문항 출제와 교사의 지식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교사의 평가 능력의 향상을 위해 A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문항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교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 (MKT)’의 영역과 비교하여 분류하고, 이

분류를 통하여 컨설팅 내용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평가 문항에 대해 컨설팅 내용은 MKT의 어떤 지식과

관련이 있는가?

2.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평가 문항에 대한 컨설팅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

엇인가?

본 연구에서‘평가 문항’이라 함은 2007부터 2009년도 1학기까지 A교육청의 컨설

팅단에 컨설팅을 의뢰한 중등학교의 정기고사 문항 중 컨설팅단에서 조언을 한 문항을

지칭한다. 또,‘컨설팅 내용’은 컨설팅단이 평가 문항에 대해 지도 및 조언을 한 내용을

의미한다.

2 문헌검토

2.1 교수에 필요한 지식

가. 수학교수에 필요한 지식

Shulman(1987)은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지식의 범주를 일곱 가지- 교과 내용 지

식, 일반적인 교수 방법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 내용 지식, 학습자에 관한 지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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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KT(교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

육적 상황에 관한 지식, 교육목적과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교수 내용 지식 (PCK)이 특정한 교수상황에서 교과 내용 지식과 일반적인 교

수 방법 지식의 합성체로 나타나는 교사 전문성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Grossman(1990)은 PCK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목적에 관한 믿음과 지식, 학생들의

개념화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으로 네 가지를 제안

하였으며, Cochran, DeRuiter와 King(1993)은 학습자에 관한 지식, 학습환경 맥락에

관한 지식,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교과내용에 관한 지식을 제안하였다 (강현석, 2006에

서 재인용).

최근에 H.C. Hill et al.(2008)은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수학 교사가 갖추어야할 지식

중에‘학생과 관련된 교수학적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 KCS)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존재함을 피력하고, KCS를 포함하는‘교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Mathe-

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MKT)의 영역을 <그림1>과 같이 타원형의 모형으

로 제안하고 있다.

MKT는 <그림1>과 같이 타원형에서 6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이 6개의 영역이 명확

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교과 관련 지식 (SMK)”으로 이름 붙여진 타원의 왼쪽

부분은 Shulman이 개념화한 PCK의 바깥에 놓이는 두 요소를 포함한다. 일반적 내용

지식 (CCK)은 수학이 사용되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교수에

사용되는 지식으로 설명된다. 특정 내용 지식 (SCK) 또는 수학 영역의 지식은 수학적 아

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문제에 대한 특정 풀이 방법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교사가 특정한 교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CCK는 Shulman이 처음에 말했던 교과 관련 지식과 의미

하는 바가 비슷하며, SCK는 새로운 개념이다. 어찌되었든 이 둘 모두가 수학과 관련된

지식이지 학생이나 교수에 관한 지식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타원의 오른쪽은 Shu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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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했던 PCK와 관련되며 학생과 관련된 교수학적 지식 (KCS), 교수와 관련된 방법

적 지식 (KCT) 그리고 교육과정 지식을 포함한다. KCS는 수업에 대한 지식과는 구분되

며 학생들이 특정한 내용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방법과 관련된 지식들과 뒤엉켜

있는 내용 지식으로 정의한다.

D.L. Ball et al.(2008)도 위 모형과 거의 같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형에

서 좌우를 SMK와 PCK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왼쪽으로 갈수록 SMK에, 오른쪽으

로 갈수록 PCK에 가까운 지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또한 용어에서‘수학 영역 내의 지

식’을‘Horizon content Knowledge’으로‘교육과정 지식’ 을‘́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으로 명명하고 있다.

나. PCK, SMK의 연구

Ruhama Even(1993)은 중등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함수의 개념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SMK를 조사하고 PCK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사하여 교사들이 SMK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Randolph A. Philipp et al.(2007)은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5개의 집단

으로 나누어 실험을 한 결과, 수학 내용 지식과 신념에 관한 초기의 현장 경험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경은 (2007)은 도형의 성질 중 삼각형의 성질을 지도하는 두 교사의 사례 연구를 통

하여, 수업실제에서 나타난 PCK를 5가지 범주-수학내용과 관련된 학생에 관한 지식,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교수 자료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지식, 평가 전략

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동환 (2010)은 복소수를 지도하는 활동을 일종의 수학적 문제해결 활동으로 규정하

고, 이때 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학지식을 복소수 지도를 위한 수학지식 (MKTc)으로 명

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MKTc를 조사하였는데, 예비교사의 MKTc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2 문항 제작의 원리와 컨설팅단 운영 현황

문항을 제작하는 원리를 몇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M.D.Miller et al.(2009)은

선다형 문항의 구성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A교육청 (2008)에서도 평가 문항

제작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수학 교과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선다형 문항의 발문은 불완전형의 의문문으로 끝을 맺는 형태로 진술한다. 서술형

(주관식) 문항의 발문은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끝나도록 한다.

(2) <보기> 안의 특정 내용이나 항목을 선택하는 문항은 <보기> 표시를 하고 내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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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기호를 ㄱ, ㄴ, ㄷ…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 박스 안의 내용이 특

정 내용이나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는 글이나 내용은 ‘다음’ 이라 지칭하고 <보기>

표시를 하지 않는다.

(3) 발문에는 평가 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평가 요소는 가급적 발문의 끝

부분에 위치하여 수험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한다.

(4) 문제 풀이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시하는 간접 발문은 직접 발문의 앞에 배치하

고,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물음인 직접 발문은 뒤에 배치한다.

(5) 답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발문에 넣도록 한다.

(6) <보기> 안에 정답 항목을 두 개 이상 제시하고 항목 별로 해당 정답을 각각 찾게

하는 경우에는,‘〜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의 발문을 사용한다. 항목을 <보기>에

제시한 다음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순서, 과정에 의해 <보기>의 항목을 배열하는 평가

문항의 직접 발문은‘〜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의 표현을 사용한다.

(7) <보기>에서 답항을 선택하게 하는 평가 문항의 경우, 각 답지의 답항의 개수가

일정할 때에는‘모두’라는 표현을 발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보기>에서 답항의 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8) 발문의 표현은 가급적 하나의 문장으로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수식

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 복잡한 어구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문장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9) 발문에서 그림, 표, 그래프 <보기> 등을 지칭할 때“다음〜”등의 용어로 지칭하지

않도록 한다.‘다음’의 용어는 발문 다음에 박스로 제시하는 자료나 글 (제시문)이 이어

질 때에 사용한다.

(10) 배점 표시는 발문의 마지막 해당 줄의 끝에 배치하되, 일관성을 기해 표기한다.

(11) 한 개의 문항에서 묻는 평가 요소는 반드시 하나이어야 한다. 발문에서 둘 이상의

평가 요소를 제시하여 무엇을 묻는 문항인지 수험생이 혼동할 여지가 있는 문항은 좋은

문항이 아니다.

(12) 정답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조건은 빠짐없이 모두 발문에 진술되어야 한다.

(13) 발문이나 답지에서는 문어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어법 및 문법, 표준어 사용 여

부, 맞춤법, 띄어쓰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14)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문을 작성할 때에는 원 통계자료를 가능한 최근의 자

료를 사용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로 한정한다.

(15) 특정 집단의 주장을 비하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 그릇된 고정

관념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 (여성, 노인, 장애인, 문화, 인종 등)을 담고 있는 제시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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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시문이 문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인 항목을 나열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 제시문의 내용은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가능한 짧게 제시하며 적절한 개수여야 한다.

- 제시문 내용은 일정한 체계나 순서를 따라 배열하되, 논리적인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길이

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시문에 사용된 내용이 학생의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ㄱ, ㄴ, ㄷ…으로 표기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블릿기호 ‘◦’ (2f11)로 표기한다.

(17) 발문은 가급적이면 긍정문으로 표현한다. 부정문장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나 어구에 밑줄을 그어 부정문장임을 강조해야 한다. 부정 발문의

경우,“〜하지 못한 것은?”의 표현을 지양하고“해당하지 않는 것은?”의 순화된 부정 표

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18) 오답지의 매력도가 유사하도록 작성한다. 오답지의 길이, 구성, 표현 등이 서로

비슷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은 정답지의 길이, 구성, 표현과도 유사해야 한다.

(19) 작성된 오답지가 정답이 될 수 있는 조건 또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20) 주어진 정답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발문에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1) 답지의 서술은 일정한 체계에 의해 서술되어야 한다. 또한 정답의 답지는 같은

수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보기>에서 답항을 선택하게 하는 답지를 구성할 때에는 2〜3가지 유형으로 구

성한다. 4가지 유형 이상의 답항 및 답지 구성은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수학과 컨설팅단 운영 현황

A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PCK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의 수

학과 컨설팅단은 교장 1명, 교감 3명, 교사 2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교감 1명과 교사 7

명이 하나의 팀이 되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평가컨설팅을 하는 교사들은 대부분이 고

등학교에 재직 중이며 학업성취도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다년간 출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컨설팅이 시작된 해인 2007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컨설팅을 의뢰한 문항 중에 컨설

팅단에서 조언을 제시한 문항과 컨설팅 내용을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하

여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9년도 1학기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자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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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직접 컨설팅에 참여한 3개 학교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3.2 자료분석

가.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컨설팅 내용을 일정비교

분석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07년 자료를 가지고 열린 코드화하였으며, 2008

년 자료로 코드에 맞추어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확정하였다.

이렇게 범주화한 세부 항목의 자료는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씩 묶어 소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그림 1>에 제시된 MKT의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비

추어 비교하여 ‘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 이라 명명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화에 대한 연구자의 오류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 또는 수학교육학에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사 5명과 교수 5명에게 개인적으로 각 개념을 설명하고

검증을 받았다.

나.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1에서 분류한 내용에 따라, 2009년에 이

루어진 고등학교의 컨설팅 내용을 분류한 뒤에 그 빈도수와 비율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문제 1의 결과

자료를 일정비교분석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4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15개의 범주로 범주화 할 수 있었으며 그 범주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영역의 구분

1) 일반적인 발문에 관한 내용 : 이 소영역은 수학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통

용되는 발문과 관련한 사항들로 수학 내용의 이해여부와 관계 없으며 이를 ‘발문’ 이라

는 소영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문항 제작의 원리 (1)〜(7), (9), (16), (17)과 관련된다.

2) 일반적인 편집과 관련된 내용 : 수학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통용되는 편

집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이 소영역을‘편집’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수학적 내용과 관계

없이 편집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문항 제작의 원리 (10)에 해당한다.

3) 일반적인 답지 구성과 관련된 내용 : 수학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답지 구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이 소영역을‘답지’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문항 제작 원리 (21)과 관련된다.

4) 수학 관련의 문자 편집과 관련된 내용 :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은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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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며 수학 교과에만 한정된 내용 편집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을‘편집’의 소영역

과 구분하기 위하여‘편집-문자’라 명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편집과 관련된 내용과 마

찬가지로 수학 교과와 관련된 편집 사항도 문항 제작 원리로 따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

5) 수학에서 조건 누락과 관련된 내용 : 다른 교과의 교사들은 알 수 없는 수학에 대한

교과 지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것을‘조건 누락’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문항 제작 원리

(20)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학 관련 지식이 없으면 판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6) 정답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 : 수학에 관련된 지식을 지니고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

는 안목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답의 결정과 관련되기도 하여‘정답 관련’

으로 명명하고자 한다.문항 제작 원리 (19)에 해당한다.

7) 용어 또는 기호의 제시와 관련된 내용 : 수학적인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다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호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나 이탤릭체와 로만체를 구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와 관련된 소영

역을‘용어 ·기호’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문항 제작의 원리에 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8) 오답지의 매력과 관련된 내용 : 수학적 배경 지식만을 지니고 수학 문항을 풀이한다

면 답이 무엇이고, 답지에 있는지의 여부 만을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수학교사라면 학

생들의 오개념이나 오류를 파악하여 오답지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를‘오답매력도’라

명명하기로 한다. 문항 제작 원리 (18)과 관련된다.

9) 학생을 배려한 난이도와 관련된 내용 :‘오답매력도’처럼 학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고려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어려워하고 어떠한 것을 쉽게 생각하

는지와 관련된다. 또한 같은 문항들도 배열에 따라 체감난이도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난이도’라 명명하고자 한다. 문항 제작 원리 (16)과 관련된다.

10) 문제 유형의 변형과 관련된 내용 : 문제를 다른 형태로 변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문제 유형’이라 명명할 것이다. 문항 제작 원

리에 일치하는 항목은 없다.

11) 출제자의 의도와 관련된 내용 : 교사가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의도

를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출제 의도’라 명명할 것이다. 문항 제작 원리 (8),

(12)와 관련되는 것과 문항 제작의 원리에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것도 있다.

12) 소재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 : 어떤 소재를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역시 교사 선택의 방법적 영역에 해당한다. 소재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실생활과 부

합할 것과 관련된 내용을‘소재’로 명명할 것이다. 문항 제작 원리 (14), (15)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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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와 관련된 내용 : 이 영역 역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만

해당하는 지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수학 교육과정, 평가

의 일반적 원리에 관한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 소영역을‘평가 요소’라

명명하기로 한다.

14) 내용 영역과 관련된 내용 : 문항 제작 원리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데 있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기본 전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내용 영역’이라 명명할 것이다.

15) 교육과정 외 용어, 기호 사용과 관련된 내용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는 해당 학년

에서 가르쳐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와 기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

시되지 않은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소영역은‘용어 ·기호’의 영역과는 구별하여‘용어’라 명명할

것이다.

나. 평가 문항 작성에 필요한 지식의 영역

앞에서 분류한 15개의 소영역 중 1)발문, 2)편집, 3)답지는 수학을 모르는 다른 교과의

교사들도 모두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MKT의 CCK가 수학을 아는 사람

이면 알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었던 것과 같이 평가 문항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

니고 있어야하는 지식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개의 소영역을

묶어‘일반적 내용’이라고 명명하겠다.

네 개의 소영역 4)편집-문자, 5)조건 누락, 6)정답 관련, 7)용어 ·기호는 수학교과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MKT의 SCK는 수

학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을 제

공하고, 문제에 대한 특정 풀이 방법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교사가 특

유의 교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연관지어 생

각한다면 수학적 내용을 평가 문항의 제작 원리에 적용한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소영역들을‘수학 관련’이라고 명명하겠다.

두 개의 소영역 8)오답매력도, 9)난이도는 MKT의 한 영역 중에 KCS와 관련된 부분

으로 생각할 수 있다. KCS를‘학생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공통된 오류나 학생들이 저지

를 만한 몇 가지 오류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이것은 학생

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영역을‘학생 관련’이라고 명명하겠다.

네 개의 소영역 10)문제 유형, 11)출제 의도, 12)소재, 13)평가 요소는 수학 교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지식이다. 또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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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

구분 소영역 관련된 사항

SMK

CCK
일반적 내용

발문 모든 교과에서 공통으로 고려해야

하는 발문, 편집, 일반적인 답지

구성과 관련된 내용

Knowledge at
the
mathematical
horizon

편집

답지

수학 관련

편집-문자
수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 과정과는 별개로 수학 자체와

관련된 내용

조건 누락

SCK 정답 관련

용어, 기호

PCK

KCS 학생 관련
오답 매력도 학생들의 오류, 오개념 등과 같은

학생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난이도

KCT 교수 관련

문제 유형
문항의 형식, 소재, 평가 의도 등의

교수 방법 또는 교사와 관련된

방법적인 내용

출제 의도

소재

평가 요소

Knowledge of
curriculum 교육 과정 관련

내용 영역 교육 과정 상의 내용, 용어, 기호와

관련된 내용용어

표 1: MKT와 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의 영역

만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의 영역도 아니다. MKT에서는 KCT를‘교사들이 교수를 위해

서 특별한 내용을 배열하고 어떤 예가 시작에 좋을지, 학생들에게 어떤 예를 사용하여

교과내용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과 비교하면 평가 문항의 제작에서의 이 영역이 KCT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영역을‘교수 관련’이라고 명명하겠다.

마지막의 두 개의 소영역 14)내용영역, 15)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의 한계와 용어 및 기호에 관련한 내용으로‘교육과정 관련’으로 명명하겠다.

위와 같은 범주화를 통하여 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의 범주를 <표 1>과 같이 5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지식은 <그림 1>의

MKT의 각 영역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4.2 연구문제 2의 결과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평가 문항에 대한 컨설팅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도 컨설팅 내용을 <표 1>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

와 같았다. 총 21개 고교의 364문항에 대한 컨설팅 내용은 총 473개 이었다.

컨설팅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일반적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며 그 중에서도 발문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것으로부터 교사들이

지필 평가 문항의 발문에 대한 다른 교과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집과 관련된 내용도 12.7%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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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영역 횟수 소영역비율 (%) 영역비율 (%)

일반적내용 발문 146 30.9 48.2
편집 60 12.7
답지 22 4.7

수학관련 편집-문자 19 4.0 19.7
조건 누락 48 10.1
정답 관련 13 2.7
용어 ·기호 13 2.7

학생관련 오답매력도 33 7.0 12.3
난이도 25 5.3

교수관련 문제유형 31 6.6 18.6
출제의도 42 8.9
소재 3 0.6

평가 요소 12 2.5

교육과정 관련 내용영역 23 0.4 1.3
용어 4 0.8

총 364문항 합계 473 100 100

표 2: 고등학교의 컨설팅 내용

나타나 문항의 편집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수학 관련’부분은 정답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문자의 표현은 편집의 측면으로 본다면 정답 시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 누락, 정답 관련, 용어 ·기호 관련 내용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

의 분석 결과 조건 누락이 정답과 관련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교과서의 표현을 통념상

사용하여 학교 시험의 특성상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다음의 정답관련의 사례를

보자.

사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 가 ab(a − b) + bc(b − c) + ca(c − a) = 0 을 만족할 때,

a, b, c 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① 정삼각형 ② 둔각삼각형 ③ 이등변삼각형 ④ 직각삼각형 ⑤ 직각이등변삼각형

☞ ③이 정답으로 되어있으나 ①, ③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이 사례는 답지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선다형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사례)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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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 1 이면 x2 < 1 이다.

② x2 = y2 이면 x = y이다.

③ xy = 0이면 x = 0 이고 y = 0 이다.

④ x > 1 이고 y > 1 이면 x+ y > 2 이다.

⑤ 두 자연수의 곱ab가 짝수이면 a, b는 모두 짝수이다.

☞ ④가 답이나 단서조항 미비로 x, y가 자연수일 때, ①, ②, ③ 모두 정답 가능함.

위의 사례는 범위에 대한 조건을 주지 않아, 조건누락으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정답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유형이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교수 관련’의 방법적 지식이다. 이것은 정답

의 문제와는 별개이지만, 출제 의도와 관련하여 발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은 상

황에 따라 심각해질 수 있다. 다음의‘발문의 이중해석’에 해당하는 예가 이에 해당한다.

사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5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2인 수들의 총합은?

① 470 ② 480 ③ 490 ④ 500 ⑤ 510

☞ 세 가지 가능성이 예상된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의

수들의 집합을 A , 5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2인 수들의 집합을 B라 할 때

1) n(A) + n(B) 2) n(A ∩B) 3) n(A ∪B)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학생 관련’부분이다. 오답매력도는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해 온 교사라면 학생들의 오답 발생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예를 들어 로그의 밑, 진수, 감소하는 수

열 등을 보면 답지 중에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 cosα = 2
√

2
3

(0 < α < π
2
) 일 때, cos α

2
+ sin α

2
의 값은?

① − 2
√

3
3

② −
√

6
3

③ 0 ④
√

6
3

⑤ 2
√

3
3

☞ 오답지의 매력도가 유사하도록 작성한다. 0 < α
2

< π
4
이므로 sinα > 0, cosα > 0이

된다. 따라서 답은 ④과 ⑤중에서 고르면 된다.

위의 사례는‘답이 아닌 것이 뻔히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선다형의 오답 매

력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교육과정 관련’부분이다. 비록 1.3%

에 불과하기는 하나,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를 설명 없이 사용하거나 해당 학년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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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더 빨리 배우기를 조장하게 할 수도

있다.

5 결론 및 제언

MKT의 각 영역에 비추어 평가문항의 컨설팅 내용을 분류한 결과 일반적 내용, 수학관

련, 학생관련, 교수관련, 교육과정 관련의 5개의 큰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분류에

의해 컨설팅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가문항 제작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좀 더 보완이 요구

되는 영역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모든 교과에서 통용되는 발문과 편집에 대한 지식인

일반적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수학 관련

으로 정답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

지하기는 하나 교육과정 지식의 영역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기호나 용어를 자연스레

사용하는 것은 자칫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 문항 작성 시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평가문항 하나하나는 교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의 모든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무엇 하

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스스로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평가문항 작성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교사들이 빨리 인지하여 보다 질 높

은 평가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교사들에게도

평가문항 작성에 대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평가문항을 컨설팅 내용에 따라 분석 틀을 개발하고 분석하였으나,후속 연

구로 컨설팅 내용이 아닌 실제로 문항을 작성해보게 하여 교사와 예비교사의 지식을 분

석해보는 연구, 분석틀을 확고히 하는 연구, 교사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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