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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수학 교과 문항의 출제 동향 분석1)

이종학2)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초등교사의 수학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MKT)을 의

미 있게 측정하고, 나아가 MKT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현재까지 임용시험에서 출제된 문항들에 대한 분석이 면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출제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학 교과 문항 84개의 출제

동향을 문항 유형, 대상 학년, 내용 영역, 주제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임용시험의 전체적인 경

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초등 교사의 MKT와 관련하여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임용시험은 문항 유형에서 서답형(71.4%)이 주로 출제되었고, 대상 학년에서는

통합 학년(41.7%)의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 영역의 측면에서는

수와 연산(31.0%), 측정(23.8%), 도형(15.5%) 영역의 순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다. 주제별 동

향에서는 교과서/지도서(34.5%), 문제해결(26.2%), 학습심리(13.1%)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지

만, 평가와 관련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용시험의 초등수학 출제 문항

으로 2000년 이후의 모든 문항을 선행 연구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초등교사의

MKT와 관련하여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요용어 :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초등 수학, 출제 문항

I. 서론

교과교육 연구에서의 모든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교과 교육에서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의 설정에 대한 논의가 ‘무엇

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원론적

으로 교수·학습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와 관련이 있다. 즉,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격언과 같이 교사는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교

과를 지도하는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모든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 교사의 양성과 선발에 대한 연구는 각 교과교육의 연구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교사 양성 절차는 대체로 목적형

과 개방형을 혼용하고 있다(최돈형 외, 2010). 중등수학 교사는 사범 대학, 교직 과정, 교육

1) 이 논문은 2015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교내학술연구(RC2015002)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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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에서 양성되는 개방형 체제를 갖지만, 초등교사의 경우는 초등교육의 독자적 특수

성에 비추어 교육 대학을 중심으로 몇몇 대학의 초등 교육과에서 양성하는 개방적 목적형

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양성된 초·중등 예비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교사 임

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을 거쳐 현직 교사로 임용된다.

임용시험은 교사 지원자에 대한 기회 균등의 실현과 교사의 자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적

의 달성을 위해 1991년부터 제도화되었으며, 시험이라는 절차에 따른 단발성 선발 방법이라

는 비판과 함께 중등 선발인원의 비대칭성(도종훈, 박윤범, 박혜숙, 2014) 등의 문제에도 현

재까지 20년 넘게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임용시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임용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중점적으

로 수행되었으며(김신호, 전세경, 이명주, 2001; 방정숙, 김상화, 2008; 조동섭 외, 2009; 박정,

2010; 왕몽매, 2014), 중등 수학교육에서는 임용시험에서 수학교과교육학 및 내용학 문항의

출제 동향에 대한 연구(고은아, 2011)와 수학의 교수학적 내용지식(이하, PCK)의 측면에서

외국의 문항과 중등수학 교사 임용 시험의 교과교육학 문항을 평가한 연구(박경미, 2009)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중등수학 교사 임용시험의 문항들을 분석한 박경미(2009)는 수학

교육 영역 문항들이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식

을 복합적으로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등교사는 다양한 사회·발달적 배경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급에 적합한 교육학적 지식을 토대로 통합적인 안목을 갖고 아동들

을 지도할 수 있는 수학 교과의 내용·교육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김신호, 전세경, 이명주,

2001).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임용시험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교육적 의미를 지닌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지만, 초등 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추세에서 나아가 초등 임용시험의 문항들

의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임용시험 출제 문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예비 교

사들의 수학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하, MKT)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예비 교사들에게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

이 무엇인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임용시험에서 초등수학 문항의 출제 동향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임용시험에서 초등 수학의 비중 및 출제 동향을 추이적으로 살펴보고, 더

불어 MKT의 측면에서 출제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교사 임용시험

한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그림 Ⅱ-1]과 같이 교원의 수급 계획에서 양성 기관의 학

생 선발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용 과정의 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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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급

계획 수립
→

양성 기관 

학생 선발
→

교육과정

이수
→

자격증 

부여
→

임용시험

응시
→ 신규 임용

[그림 Ⅱ-1] 초등교사 임용 과정(김종명, 2011)

위의 [그림 Ⅱ-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현재 13곳의 초등교

사 양성 기관(교육대학 10곳, 제주대·한국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각 1곳)에서 양성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 임용시험은 1991년 이후 총 12회에 걸쳐 제도의 변경이 이

루어져 왔다(왕몽매, 2014). 그렇지만 여러 차례 임용시험 체제의 변경에도 대체로 초등 임

용 시험은 1차인 교직논술 및 교육과정, 2차인 심층 면접 및 수업 실연의 절차로 신규 교사

를 선발한다. 임용 시험에 대해 이재봉, 김흥수, 김선배(1997)는 교직을 지원하는 예비 교사

들의 능력 개발에 영향을 주고, 추후에는 교사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천교대 초등교육연구소(1994)는 교사 임용시험의 기능 및 역할을 첫째, 적격한 교사를 선

발하는 기능으로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바람직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둘째,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교사양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김종명, 2011에서 재인

용).

임용시험은 교수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원 양성 기관의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임용시험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과 관련하여 예비 교사들은 학교수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학

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사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탐구와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학교 수학의 특정 개념과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

는 어려움과 오류를 이해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MKT

교사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교사의 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발 문항과 관

련된 교사 지식의 연구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최민정, 2015). 교사 지식과 관련하여

교과 내용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지식인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을 제시한 Shulman(1986)

은 다음과 같이 PCK를 교수를 위한 지식의 독특한 성질로 여겼다.

PCK는 교사 전문 지식의 고유한 형태로서 교사들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내용(content)과

교수법(pedagogy)의 혼합물(amalgam)이다. PCK는 교수활동을 위한 고유한 지식체로 간주

된다. PCK는 내용과 교수법이 특정 주제, 문제 및 이슈들이 관심과 능력 수준이 다양한 학

습자들에 맞추어 조직되고 표현되며 변화되어서, 수업에서 제시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조화롭게 혼합되는 것을 나타낸다. PCK는 내용 영역 전문가(수학자)와 교사의 지식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범주이다(고희정, 2013에서 재인용).

즉, Shulman의 PCK는 수학 내용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찾고, 적

절한 유추와 예시를 선택하며, 상이한 수준과 연령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전개념

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생들의 오개념과 그 오개념이 추후 학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즉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실제적인 지식을 총체적으로 다룬다(박경미, 2009).

PCK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로서 교사가 가지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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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Shulman의 PCK 연구를 기반으로 교사가 가져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가와 이를

구성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교사 지식의 중요성은 강

조되고 있다. 최승현 외(2007)는 수학 교과의 PCK를 수업의 목표와 전문성의 차원에서 각

각 4개의 하위영역을 구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수업 전문성 면에서의 수학 교과 PCK 구

성 요인은 <표 Ⅱ-1>과 같다.

요인 하위 요인 내용

수학내용지식

인지 · 수학적 개념 · 수학 내용 이해 · 추론 지식 · 활용

정의
· 수학 내 또는 타 교과와의 연계 · 수학적 가치 · 수학적

태도

행동 ·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 과정적 지식

교수방법 및

평가

인지
· 교과 목표 설정 · 수학적 문제해결 전략

· 수학적 사고력 신장 방법 · 평가 목적 및 방법

정의 · 가치 판단의 변화 · 태도 변화

행동
· 주요 학습 방법 진단 · 학생 변화 진단

· 교사의 수업 진행 방법 · 교실 행동 변화 진단

학생 이해

인지 · 학생의 오개념 및 난개념 · 학생 인지 수준

정의
· 학생 동기 ·감정 상태

· 학생의 수학 및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태도)

행동 · 주요 학습 방법 · 교실에서의 행동

수업 상황 및

제한된 자원

인지 · 교육과정 및 교과서(수업 자료)

정의 · 학급 및 동료 교사 분위기

행동 · 수업 집단의 크기 및 특성 · 기자재 활용 · 시간 분배

<표 Ⅱ-1> 수학 교과 PCK 구성 요인(최승현 외, 2007)

Ma(1999)는 초등수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초등 수학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체계

에서 심도 있는 구조와 풍부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all, Thames &

Phelps(2008)는 수학 수업에서 교사의 MKT가 수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수업 교사의

MKT가 높을수록 원활한 교수·학습 과정을 진행하고, 또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교사들의 MKT는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희정, 2013). 이는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교사들이 미래의 교사로 학교수학을 지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임용시험에서 예비 교사들의 MKT 측정을 비롯한 타당한 평가 체

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Shulman의 PCK가 일반 교과에서 교사의 지식 범주를 나타낸 것에 반하여 수학이라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지식 범주를 말하는 MKT는 학습자의 수학적 내용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며, 수학 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그림 Ⅱ-2]와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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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내용지식

(CCK) 특수내용지식

(SCK)
수평내용지식

(HCK)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

(KCS)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

(KCT)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KCC)

교과내용지식(SCK) 내용교수지식(PCK)

[그림 Ⅱ-2] 수학 교수학적 지식의 분류(Ball et al., 2008)

위의 [그림 Ⅱ-2]에서 교과 내용 지식(SCK)의 한 유형인 CCK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용

되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으로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학 지식을 의미하고, SCK는 학습자에게

직접 가르쳐지지는 않지만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으로 특정한 상황에

서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HCK는 어떤 수학적 내용이 교육과정 내에

서 다른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이종학, 2014). 내용 교수 지

식(PCK)인 KCS는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예를 들면 그림그

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그림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개념들은 무엇인지

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KCT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가에 대한 지식으로, 예를 들

면 그림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학생이 가지는 오개념의 처치를 위해 적절한 교수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KCC는 학교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예를 들면 가

능성이나 그림그래프가 지도되는 학년과 시기를 아는 것을 말한다(이종학, 2014).

일반적으로 교사 지식은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으로 여겨지지만(황혜정, 최승현, 조성

민, 박지현, 2013), MKT가 학생들이 학교수학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

가에 관한 것이라면 앞으로 현장에서 학교수학 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들도 일정 수준의

MKT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수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선발은 필수적이다. 역량을

갖춘 초등수학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임용 시험이 전문적인 수학 교사의 능력 요소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임용시험은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

하고 신장하기 위한 조치들 중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출제 문항의 개요

MKT는 수학 교사의 전문성을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수학 교사로서 학생

들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학 교사의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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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박경미, 2009). 그렇지만, 교사의 지식을 측정

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고희정,

2013), 교사의 MKT를 측정하고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MKT를 측정하기 보다는, MKT 측면에서 임용 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현재 초등교사의 임용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시험의 공통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조동섭 외, 20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KICE)

에서 초·중등 교사를 임용하는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를 담당한다. 또한, KICE는 홈페이지

(http://www.kice.re.kr)에서 연도별 임용시험 시험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출제된 기출 문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초등학교급에서 다루는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 문항의 출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

므로 초등 수학 교사의 MKT와 관련된 임용 시험은 필답 고사의 형태이면서 ‘교육과정’이라

명명되어 시행되는 1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초등수학 문항을 가리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표Ⅲ-1>와 같이 KICE에서 공개하고 있는 1차 ‘교육과정’ 시험지에서 추출한 초등 수학 문

항 47개에서 선다형 문항이 6개 출제된 2008~2011년, 문항별 하위 문항이 2~3개 출제된

2000~2007년과 2012~2014년의 문항을 모두 합한 84개의 문항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표Ⅲ-1> 연도별 전체 교과 및 초등수학 문항 수

문항

년도

유형

문항의 개수
비율(%)

(수학/전체)

문항

년도

유형

문항의 개수
비율(%)

(수학/전체)전체 수학 하위 전체 수학 하위

2000 서답형 14 1 2 7.1 2008 선다형 50 6 ㆍ 12.0

2001 서답형 15 1 3 6.7 2009 선다형 50 6 ㆍ 12.0

2002 서답형 19 2 5 10.5 2010 선다형 50 6 ㆍ 12.0

2003 서답형 16 2 5 12.5 2011 선다형 50 6 ㆍ 12.0

2004 서답형 16 2 5 12.5 2012 선다형 22 3 6 13.6

2005 서답형 16 2 5 12.5 2013 서답형 22 3 8 13.6

2006 서답형 18 2 6 11.1 2014 서답형 22 3 9 13.6

2007 서답형 18 2 6 11.1 합계 398 47 60(84) 11.8

위의 <표Ⅲ-1>와 같이 최근 들어 임용시험에서 수학 교과의 문항 비율은 높이지는 추세

이다. 이는 초등학교급에서 지도하는 전 교과목을 출제해야 하는 초등 임용시험의 특성에

비추어 임용시험에서 수학 교과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분석 기준

임용시험 출제 문항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출제 문항의 유형, 대상 학년, 내용 영

역, 주제를 분석의 기준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출제 문항의 유형은 선다형, 단답형, 서답형

으로 구분하고, 대상학년은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학년군 체제에 따라 1∼2학년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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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군, 5∼6학년군, 통합으로, 내용 영역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출제 문항의 주제는 <표Ⅲ-2>과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

하는 중등 수학과 수학교육론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조하여 재분류하였

다.

<표Ⅲ-2> 평가 영역 및 내용(고은아, 2011)

평가영역 내용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육사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이해, 수학과 교육과정의 국

제적 동향, 수학교육사, 수학교육철학 등

수학 영역별 교육론
수와 연산 교육, 대수, 기하(측정 포함) 교육, 함수(미적분

포함) 교육, 확률과 통계 교육, 수학교과서의 이해 등

수학 교수·학습론 수학학습심리학, 수학 교수·학습 원리와 방법 등

수학 학습 지도 및 평가

수학적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의 지도, 수학교육에서 도

구(공학적 도고, 교구 등)의 활용, 수학사의 교육적 이해 및

적용, 수학과 수업 설계, 실행 및 분석, 수학과 평가, 학생의

이해 및 오개념 분석 등

본 논문에서는 위의 <표Ⅲ-2>에서 분류한 중등 수학교육론의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를

참조하고, 초등수학 교과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하수현, 방정숙, 주미경(2010)의 논문에서

사용한 7가지 분석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표Ⅲ-3>와 같이 교육과정, 문제해결, 학습심리,

교수학습 이론, 교구/공학, 평가, 교과서/지도서, 수리철학, 통합의 9개 범주로 출제 문항의

주제를 분류하였다.

<표Ⅲ-3> 문항 주제별 분류 기준

순 주제 요소

1 교육과정 교육과정 관련 문항

2 학습심리 학습자의 특성 및 심리 이론에 대한 문항

3 교수학습이론 학습 모형 등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문항

4 교구/공학 컴퓨터, 계산기, 교구의 활용 관련 문항

5 평가 평가와 관련한 문항

6 문제해결 수학적 문제의 해결과 해결전략 등에 대한 문항

7 수리철학 수학의 가치, 수학의 특성 등에 대한 문항

8 교과서/지도서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 및 지도방안 등과 관련된 문항

9 통합 주제가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적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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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Ⅲ-3>에서 기술한 문항 분석 기준에 따라 문항이 해당되는 범주에 체크를 하였

으며, 범주별 빈도와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임

용시험에서 수학 교과 출제 문항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문항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항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포함

하고 있다면 주된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주된 범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합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Ⅳ. 결과 분석

1. 문항의 유형 및 대상 학년

임용시험에서 문항 유형과 대상 학년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3>와 같다.

<표 Ⅳ-1> 문항 유형 및 학년군별 문항수

유형

문항

학년군

문항

도수(개) 비율(%) 도수(개) 비율(%)

선다형 24 28.6 1~2 7 8.3

단답형 26 30.9 3~4 19 22.6

서술형 34 40.5 5~6 23 27.4

합계 84 100
통합 35 41.7

합계 84 100

위의 <표 Ⅳ-1>와 같이 임용시험 수학 문항은 선다형(28.6%), 단답형(30.9%), 서술형

(40.5%)이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그렇지만, 2008~2011년에만 선다형 문항이 24개 출제되고,

그 외의 해에는 단답형과 한 문장 형식의 간단한 서술형이 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비추

어 보면 임용시험의 문항 형식은 대체로 서답형(71.4%)이라 할 수 있다. 단답형, 괄호형, 서

술형, 논술형 등의 세부 유형으로 구성되는 서답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평가 유형으로 채점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제한성이 높은 선다형보다는 예비교사들의 MKT를 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적합한 평가 방법일 것이다.

위의 <표 Ⅳ-1>에서 출제 문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년을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학년군 체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체로 3∼4학년군(22.6%)과 5∼6학년군(27.4%)의 내용이

대체로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 학년(41.7%)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2008∼2011년에 출제된 선다형 문항의 경우에 확답형의 형태를 띄면서 대체로 여러 학년에

걸친 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8.3%) 수학 내용을

출제하는 것의 어려움을 들 수는 있지만, 추후에 임용된 교사들이 현장에서 저학년을 지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이나 초등학교 1∼2학년은 처음 학교수학을 접하고 수학 능력 및 수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초기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른 학년군에 비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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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의 출제 비중이 낮은 것은 초등 교사의 균형 잡힌 MKT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2. 문항의 내용 영역

출제 문항의 내용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과 같다.

내용영역
문항

도수(개) 비율(%)

수와 연산 26 31.0

도형 13 15.5

측정 20 23.8

규칙성 16 19.0

확률과 통계 7 8.3

통합 2 2.4

합계 84 100

<표 Ⅳ-2> 내용 영역별 문항수

위의 <표 Ⅳ-2>과 같이 출제 문항의 내용 영역을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

역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체로 수와 연산(31.0%), 측정(23.8%), 도형(15.5%) 영역의 순

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처음 시작되는 수와 연산 및 도형 영역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측면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안병곤(2009)은 초등수학의 1

∼3학년 과정에서 ‘수와 연산’ 영역은 총 26개 단원으로 내용 전체의 55.3%를 담당하고, 수

업 시수는 215시간으로 시수 전체의 57.3%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수업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귀수(2005)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인 PISA 2003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낮은 정답

률을 나타낸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공간과 모양, 변화와 관

계, 양 영역에서는 상위권의 수준을 나타냈지만, 불확실성과 관련된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미흡한 수학적 소양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PISA 2003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평균을 구하

는 절차적 기능은 잘 수행할 수 있지만, 평균과 관련된 개념적 사고에는 매우 미흡하여 대

푯값으로서 최빈값, 중앙값 등이 가지는 개념적 성질을 평균의 성질로 파악하는 오개념을

나타냈다(나귀수, 2005).

따라서 초등수학 교사는 ‘확률과 통계’ 영역의 교육과정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다양한

통계적 상황에서 대푯값으로서 최빈값, 중앙값, 최빈값 등의 개념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어진 상황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대푯값으로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정리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학교

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면서 현대 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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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역(교육과학기술부, 2009)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자료를 해석하여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림 Ⅳ-1]과 같은 확률과 통계 영역(8.3%) 및 영역 통합

적인 출제 문항(2.4%)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1] 확률과 통계 영역 문항(2011학년도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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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Ⅳ-1]은 평균을 구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다. 이 문항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수학 교수·학습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초등 교사의 MKT

측면에서 해석하는 임용시험 문항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 문항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과 평균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묻는 답지 ①, ③은 예비 교사들의 수학을 가르

치기 위한 지식의 측정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답지 ②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를 비율

그래프로 나타내며 비율 그래프는 6학년 과정에서 다룬다는 교육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

복합적 문항이고, 답지 ④는 평균값이 이더라도 자료 중에는 평균값과 일치하는 경우가 항

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균의 의미를 묻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초등 교사의 MKT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답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적시한 교육과정에서 대푯값으로 평균만을 제시한다고 해서 자료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푯값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통계적 소양의 측면

에서 위의 [그림 Ⅳ-1]과 같은 문항은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률과 통계’ 영역의

MKT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3. 문항의 주제

임용시험에서 문항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Ⅳ-3>과 같다.

주제
문항

수량(개) 비율(%)

교육과정 8 9.5

학습심리 11 13.1

교수학습이론 3 3.6

교구/공학 5 5.9

평가 0 0

문제해결 22 26.2

수리철학 2 2.4

교과서/지도서 29 34.5

통합 4 4.8

합계 84 100

<표 Ⅳ-3> 주제별 문항수

위의 <표 Ⅳ-3>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주제를 9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9개의 주제 중에서 교과서/지도서(34.5%), 문제해결(26.2%), 학습심리(13.1%)

의 순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다. 이 3개 주제에 포함되는 문항의 비율을 합하면 73.8%로 전

체 문항에서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 및 지도방안 등과 관련된 문항, 교육과정 관련 문항,

학습자의 특성 및 심리 이론에 대한 문항 등의 출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평가(0%), 수리철학(2.4%) 등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율이 낮았다. 이는 중등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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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분야인 교직 수학, 수학 문제해결, 학습심리, 평가와 관련된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것에 비해서(고은아, 2011), 초등 임용시험에서는 특별히 평가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출제된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현장에서 적합한 평가 방법을 구안

하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에 대한 출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수학의 가치, 수학의 특성 등에 대한 수리 철학적

문항도 최근 들어서야 출제가 되는 추세였다.

중등수학 교사 임용시험 문항들을 분석한 박경미(2009)는 2000년도 이후의 문항들이 이전

과 비교해 갖는 차별화된 특성으로, 첫째, 구체적인 수학 교수·학습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문항이 주류를 이루고, 둘째, 주어진 교수·학습 상황을 하나 이상

의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며, 셋째, 문항에서 다루는 이론이

Piaget, Bruner, van Hiele, Polya 등의 고전적인 이론에서 인식론적 장애, APOS이론 등으

로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항도 2014학년도 출제 문항인 [그

림 Ⅳ-2]와 같이 중등 교사 임용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이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 상황제시 문항(2014학년도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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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Ⅳ-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답형[(1), (2)]과 서답형[(3)]의 형태인 2014학년

도 4번 문항은 수와 연산 영역의 5∼6학년군에서 Skemp의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수 모델을 지도하는 영역 모델과 분수를 도입하는 전체-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와 분수에 대한 학생의 오개념을 처치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다. 즉, 초등

교사 임용시험의 수학 문항은 수학 교수·학습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하나 이상의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문항이 일반적인 출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초등 임

용 시험 문항에는 인식론적 장애, APOS이론, 극단적 교수현상 등의 최근 교육이론과 부진

아/영재아 지도, 융합인재교육,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등 교육의 특성상 학교 현장에서 교구/공학의 활용이 강조되

고 있는 반면에 임용 시험에서 출제된 문항의 비율은 5.9%이었다. 교구/공학은 수학 교수·

학습 상황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면서 수학적 개념의 추상성을 완화시켜 직관적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수학에서 학생들의 인지 발달 특성에 적합하

며 학생의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교수학적 도구로 교구/공학이 적절하게 활

용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에서 [그림 Ⅳ-3]과 같은 문항이 자주 출제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Ⅳ-3] 공학 문항(2012학년도 임용시험)  

중등수학 교사 임용시험은 대체로 수학교육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수학

내용학의 비중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외국의 임용제도를 분석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에 따르면, 외국의 한 사례로 프랑스는 임용시험의 2차 단계인 수학 및 과학 기술 필

기 시험에서 순수 수학적 문제해결 문항 2∼3 문제를 제시하는 반면에 한국의 초등 임용시

험의 문제해결 문항은 중등학교급에서 해결가능한 수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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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2009)에 따르면, 예비교사가 대학에 진학하면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수학과 차원이

다른 추상적인 학문 수학을 배우게 되면서 한 번의 단절을 경험하고, 예비교사 양성 교육을

받고 현직 교사가 되면 대학에서 배운 순수 수학은 대부분 망각에 묻힌 채 이전에 초·중등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되살리며 가르치게 되어 또 한 번의 단절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렇지

만, 대학에서 예비교사 양성 교육은 학문 수학과 학교 수학을 연결짓는 것이 필요하며, 임용

시험도 이 연결을 강조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모든 교과에서 대학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출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초등 수학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학 내용학 문항이 전혀 출제되지 않

고, 다음 [그림 Ⅳ-4]의 소문항 3)과 같은 형태로 중등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해결 문제

가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능력의 측정을 위해 출제되는 것은 초등교사의 수학 내용학적인

MKT 측면에서 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림 Ⅳ-4] 문제해결 문항(2014학년도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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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부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예비교사 교육에서 교과교육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며, 3차에 걸쳐 다단계로 실시되는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교

과교육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박경미, 2009). 그렇지만, 교사양성기관에서 배

운 수학내용학과 관련하여 초등예비 교사의 MKT를 분석한 김해규(2012)는 초등 예비교사

들은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에서 배운 수학 내용보다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웠

던 내용이 MKT 구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했다고 말한다. 이는 전문성을 갖

춘 교사의 양성이라는 교사 양성 기관의 예비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수학과 관련된 다

양한 측면에서 예비 교사의 MKT를 신장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교사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에서 배운 수학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

발하고 출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일 것이다.

Ⅴ. 결론 및 논의

초등교사 임용 시험은 역사가 길지 않은 제도이지만, 교원양성기관을 정상화하며 임용권

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박정, 2010), 점진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

해 능력 있는 교사의 선발이라는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최근

들어 초등 교사의 전문성이 일반 교육학에 대한 숙달로부터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

라 교과에 대한 MKT의 습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더불어 초등교사 임

용시험은 예비교사들에게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발휘를 위한 기반을 갖추

게 하며, 나아가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2014년까지 임용시험에서 수

학 교과 문항의 출제 동향을 분석하여 초등 교사의 MKT의 측면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출제된 수학 교과 문항 84개를 대상으로 문항 유형, 대상 학년,

내용 영역, 주제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문항 유형에서는 서답형(71.4%)이 많이 출제되었고, 대상 학년에서는 통합

학년(41.7%)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영역의 측면에서는 수와 연산

(31.0%), 측정(23.8%), 도형(15.5%) 영역의 순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주제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교과서/지도서(34.5%), 문제해결(26.2%), 학습심리(13.1%)의 순으로 출제 비중

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상 학년의 측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내용에 대한 출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처음 수학을 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내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학년별로 균형 있는

교재 연구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둘째, 내용 영역의 측면에서 내용 통합적인 문항과 확률·통계 영역의 문항이 더 출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제 문항에서 수와 연산 및 도형 영역에 치우친 영역의 편중을 극복하

고,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제가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문항의 주제와 관련해서 교사가 전 교과의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초등 교육의 특성

을 반영해서 지도서의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 및 지도 방안을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교사의 MKT 측면에서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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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홀히 다룰 주제가 없다는 면에서 몇몇 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각 주제별로 균형 있는

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수학교육 이론에 대한 출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용시험에서 초등수학 출제 문항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의 모든 문항을 분석

하였으며, 또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까지 임

용 시험 전반에 대한 논의는 몇몇 연구에서 진행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초등수학 교과

의 출제 문항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등 수학 출제 문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후속 연구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용 시험이

초등 교사의 MKT를 의미 있게 측정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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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thematics Question Item Trend

in Element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Lee, Jong-hak3)

Abstract

Element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has to be implemented for

knowledge(MKT) to estimate and to be a step in the expansionary direction.

For this, It has to be analyzed closely in terms of teacher's MKT first that

questions set from selection tests until now.

In this research, some standards were established by type of question, grade,

contents field and subject from 84 mathematics questions set at examinations.

And it was analyzed concretely by general tendency and produced the results of

analysis related to elementary teacher's MKT in element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since year 2000.

The results showed that descriptive and short answer type was mostly

set(71.4%) in type of question and integrated grade type was mostly set(41.7%)

in type of grade in element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And in type of

contents field, rated from highest to lowest, number and operations(31.0%),

measurement(23.8%), figure(15.5%) were set. Textbook/manual(34.5%), solution

of problem(26.2%), learning psychology(13.1%) in status of subject were

followed in order, but there's no relationship with estimation. This research was

based on a standard of precedent study and made an analysis of elementary

mathematics questions of selection test since year 2000. Therefore, it has a

meaning because of produced results from analysis related to elementary

teacher's MKT.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Ques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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