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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검정고시는1) 개인적 이유나 환경적 이유로 학

교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또는 학교에서 학

업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학교교육과는 다른 다

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

는 국가 수준 학력인정 시험이다(Yu, Byung Ha, 
2009). 이 중 고졸검정고시는 과학을 포함한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 총 7과목에서2) 평균 60점 

이상이면 고등학교 학력 자격이 주어진다(KICE, 

2016). 검정고시는 학력인정 시험이므로 시험 내

용은 국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출제된다. 고졸검

정고시 과학의 경우, 2013년까지 제 7차 교육과

정에 따랐으며 2014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현재 고졸검정고시 시험제도에서 가장 쟁

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격시험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할 것인지, 정규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졸업학력 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Kim, D., 
Kim, K., Kim, C., Lee, H., Park, C., & Ki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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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c). 점차 다양한 요인으로 학교를 중도 이탈

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Kim, Sunah, 2012),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현실에서 현행 고졸검정고시가 이러한 세태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검정

고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 교

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제 문항 난이도 및 출제 문항 수준은 

높지 않다(Kim, D., Kim, K., Kim, C., & Lee, H., 
2015b). 고졸검정고시는 교육목표분류 체계 지적 

영역 6단계 중 고차원적 영역인 분석, 종합, 평가 

영역을 제외한 지식, 이해, 적용 단계까지 출제하

여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합격률 60% 이상 

수준의 난이도를 지향하고 있다3)(KICE, 2015; 
Kim et al., 2015c). 또한 초졸검정고시와 중졸검

정고시에서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 따른 검정고

시 수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은행에

서 40%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졸검정고시

는 문제은행식이 아닌 모두 새로운 문제를 출제

하는 방식을 선택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자격시험

으로서 적정성과 적정 난이도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그러나 고졸검정고시는 졸업학력 자격뿐 아니

라 대학 입시 수시제도와 연계성도 가지고 있으

므로, 대학에서 필요한 기초학업능력 및 직업기

초능력 같은 기본 소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Lee, Eun-Hwa, 2012; Lee, Ju-Won・Lee, Jung-Mi 
& Na, Won-Bae, 2011; Moon, Sungchae, 2016).  
현재 고졸검정고시는 교육과정에 따라 문항을 출

제하고 있지만,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험

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검정고시를 교육과정과

는 별도로 자체 출제기준과 출제방향을 설정하자

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KICE, 2015; 

Park, Ji-hyun, 2016). 하지만 검정고시 제도에 대

한 개선책을 수립하기 전에 현재 고졸검정고시가 

고졸학력 자격시험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각 교과

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고

졸검정고시 관련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

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교

과 연구는 다음과 같이 특정 교과에 국한되어 있

는 실정이다. 음악 교과에서 2014-2015 고졸검정

고시 문항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

하는 표현과 생활화보다 이해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적용보다는 단편 지식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Ji-hyun, 2016). 또한 

2007-2009 음악 고입검정고시(현 중졸검정고시) 
문항 내용은 중학교 졸업자격 기분요건으로 타당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Yoon, Sungwon, 
2001). 

고졸검정고시 과학은 학교를 중도 이탈한 학생 

중 과학적 기초 소양이 요구되는 이공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교 학생의 과학 소

양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Kim, Ji young & Kim, Kyong hee, 2009; 
Lee, Yang-Rak, 2001; Seo, Hyun-Sook・Hwang, 
Jin-Seok & Kwack, Dae-Oh, 2010). 따라서 이 연

구는 고졸검정고시 수험자와 예비수험자의 출제 

문항 반응에 대한 사례 연구와 문항 분석을 통

해, 고졸검정고시 과학이 고졸학력 자격시험으로 

타당한가를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

학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고졸검정고시(2016년 1회) 과학 교과 문

항은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과 검정고시 제도

1)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학력에 해당하는 초졸
검정고시와 중졸검정고시 시험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고졸검정고시 시험 비용
은 개인이 부담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제27조의 2) 

2) 고등학교 학력 자격이 주어지는 고졸검정고시 필수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이다. 선택 1과

   목은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택한다. 시험
문항은 과목 당 2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국어, 수학, 영어
는 40분이며, 사회, 과학, 선택 과목은 30분이다.

3) 검정고시 출제 기본 방향은 초졸검정고시 합격률 80% 이
상, 중졸검정고시 합격률 70% 이상, 고졸검정고시 합격률 
6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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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출제되었는가? 
둘째, 고졸검정고시(2016년 1회) 과학 교과 문

항에 대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의 문항 반응 사

례는 어떠한가?  
이를 통해 과학 고졸검정고시 문항 내용 타당

도를 살펴보고 문항 반응 사례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이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한 대안학교에서 고

졸검정고시 과학 수업 참여자이지만, 다음과 같

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졸검정고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 사례 표본

으로 선정되었다(Hatch, J. A., 2008). 첫째, 검정

고시의 주 목적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게 계속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Kim et al., 
2015b)이므로, 정규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청소년 1명과 학교 교육을 중도 포기한 청소년 4
명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고졸검정고시 지원자 

중 13세부터 29세가 과반수이상4)을 차지하고 있

으므로(Kim et al., 2015c),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 3명, 20대 청년 2명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고졸검정고시 경험이 있는 수험자 3명과 

경험이 없는 예비수험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정규 학교 이력은 다음과 같았

다. 예비수험자 A는 16세 남학생으로 중학교 1학

년까지 다닌 후 학교를 중퇴했다. 수험자 B는 18
세 여학생으로 가정 형평 상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15년에 대안학교에 입교해 초졸검정고

시와 중졸검정고시를 거쳐, 2016년 1회 고졸 검

정고시에 응시했다. 수험자 C는 19세 남학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2016년부터 대안학교에 재

학 중이며 2016년 1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

다. 수험자 C는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초등학교 6
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운동부에 소속되어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험자 D
는 20세 여학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2014년

에 대안학교에 입교했으며, 2016년 1회 고졸 검

정고시에 응시였다. 예비수험자 E도 20세 여학생

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2016년에 대안학교에 

입교했다. 이로써 예비수험자 A와 E는 고졸검정

고시 과학 응시 경험이 없었으며, 수험자 B와 C
는 2016년 1회가 첫 번째 응시였으며, 수험자 D
는 2번째 응시였다. 

2 과학 문항 내용타당도 분석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학 문항이 고졸학

력 자격시험으로 타당한가 알아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내용타당도를 분석하

였다. 첫째, 고졸검정고시 과학은 검정고시 제도

에 따라 출제되었는가? 둘째, 고졸검정고시 과학

이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되었는

가? 셋째,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어떠한가? 검정

고시는 Bloom 교육목표분류학(Seong, Tae Jae, 
2014, p46)의 지적 영역 6단계 중 지식, 이해, 적

용 단계까지만 출제한다고 검정고시 제도에 명시

하고 있다. 이 중 지식 영역 30%, 이해 영역 

50%, 적용 영역 20%를 출제하도록 원칙을 정하

고 있다(Kim et al., 2015b). 따라서 검정고시 제

도에 따라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을 분석틀로 

이용했다. 
다음으로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학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되었는지 분석

했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고등학교 공통 교육

과정 과학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를 검정고시 과

학 문항 분석틀로 사용했다(MEST, 2011, p63). 문

항 분석은 연구자와 박사과정 지구과학교육 전공 

현직 교사 1명과 물리교육 전공 현직 교사 1명이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일치도에 따

4) 2014년 고졸검정고시 1회 수험자는 10대 54.23%, 20대 
26.06%이며, 2회 수험자는 10대 59.67%, 20대 22.53%로, 
10대와 20대가 전체 수험자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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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문항별 교과서 단원 분석은 일치도가 100% 
이었으며,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분류 일치도는 

92% 이었다. 일치되지 않는 두 문항은 2명이 일

치되는 결과에 따랐으며, 세 명 모두 상반된 분

석 결과는 없었다. 
내용타당도 분석은 평정일치도와 내용타당도 

지수를 사용했다(Lee, Jong Seung, 2009, p106). 연

구자와 물리교육 전공 경력 18년 차 현직 교사 1
명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별 분석을 실시했

다. 분석 기준은 중학교 1~3학년 과학내용과 수

준에 해당하는 문항은 1~2점을 부여하고, 고등학

교 과학내용과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은 3~4점을 

부여했다. 1점과 2점, 3점과 4점은 상대적인 난이

도에 따른 구분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분

류한 후, 평정일치도 공식과 내용타당도 지수 공

식을 활용해 내용타당도를 판단했다. 

3.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 면담

면담 실시 전 5월에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 5명

의 담임선생님을 만나 면담 내용과 방법, 연구의 

의의와 연구결과 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이후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들에

게 면담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면담은 2016년 

6월 중순에 이틀 간 학생들이 각자 정한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1명 당 약 40분 간 실시하였다. 
면담 전인 6월 초에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20
∼30분 간 2016년 1회 과학 기출문제를 풀었다. 
2016년 1회 검정고시를 응시했던 수험자 B, C, D
는 응시 때와 같은 답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응

시 경험이 없는 예비수험자 A와 E는 30분 간 기

출문제를 풀도록 했다.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자

의 과학 점수와 표시한 점수가 맞는 지 확인한 

결과, 수험자의 점수는 검정고시 점수와 일치했

다. 예비수험자(A, E)는 1단원을 마치고 기출문제

를 풀었으나, 수업 내용이 관련 문항(1번, 9번, 25
번) 개념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면담 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자신이 작성한 시험지 원본을 

보도록 하고 연구자는 복사본을 가지고 질의 응

답했다. 연구 참여자가 문항을 어떻게 해결했는

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면담자와 면담대상자 

간 신뢰가 필요했다. 따라서 면담 전 면담자(T)는 

면담대상자에게 면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해 이해를 도왔으며,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충

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

다. 면담자는 또한 문제와 답지에 있는 주요 개

념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학생이 문항을 알

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를 알아내고자 노력

했다. 만약 학생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감을 한 후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하고, 
답하기 곤란한 표정을 지을 경우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학생의 언어적 

표현과 함께 연구자가 관찰한 비언어적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면담 녹음 내용은 당일 전사하고 

학생의 비언어적 표현도 기록했다. 면담은 참여

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핸드폰을 이용해 녹

음하였으며, 녹음 내용을 연구자가 반복 청취하

며 전사했다. 전사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인 팟플

레이어를 사용해 작성했다. 

4. 과학 문항 반응 사례 분석

연구자는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수험자와 예비

수험자가 2016년 1회 검정고시 과학 문항을 어떻

게 풀었는지 분석했다. 수험자와 예비수험자가 

문항을 맞힌 경우 우연히 맞혔는지 알고 맞혔는

지를 가려낸 후, 알고 맞힌 경우는 개념을 어렴

풋이 아는 지 정확히 알고 있는 지 구분해, 문항 

반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수험자와 예비수

험자가 정답을 택한 경우, 질문과 답지의 개념을 

알고 택한 경우와 개념을 모르고 택한 경우로 나

눌 수 있었다.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일상

생활 경험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경험/
상식)와 과학적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개념)로 

구분되었다. 반면 개념을 모르고 정답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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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질문 및 답지를 분석해 추측으로 맞힌 경

우(추측)와 우연히 맞힌 경우(우연)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험자와 예비수험자의 문항 반응을 다음

과 같이 ‘개념’, ‘경험/상식’, ‘추측/우연’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수험자나 예비수험자가 개념을 

모른 상태에서 우연히 정답을 택한 경우는 ‘우연/
추측’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개념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정답을 택한 경우 ‘경험/상식’으로 분류했으며, 
마지막으로 과학적 개념을 알고 정답을 택한 경

우는 ‘개념’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3가지 분류는 

면담 분석 전문가 1인과 과학 내용 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은 후 문항 분석틀로 사용했다. 면담 

내용 분석에서는 수험자와 예비수험자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

와 비언어적 표현인 손짓, 몸동작, 기다리는 정

도, 웃음, 곤란한 표정 등을 함께 고려했다. 이들

의 언어 속에 나타난 숨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 
대안학교 선생님에게 면담 전사지와 문항 반응 

분류표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이들의 언어를 잘

못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 분석의 신뢰

도를 높이고자 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 문항 타당도 분석 

좋은 평가도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검사의 타당성이다. 따라서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가 고졸학력 자격시험으

로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

했다. 첫째, 문항이 고졸검정고시 제도에 따라 출

제되었는가? 현 검정고시 제도에서는 고졸검정고

시는 교육목표분류의 지적 영역인 지식에서 30%, 
이해 50%, 적용 20%에 따라 출제하도록 하고 있

다(Kim, 2015b). 따라서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학이 현행 검정고시 제도의 출제난이도에 따라 

출제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식 영역에 해당하

는 문항은 9개, 이해 영역 14문항, 적용 영역 3문

항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 중 21번 문항은 

두 영역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므로(asterisk), 영역 

당 0.5로 계산했다. 이로써 25개 문항 중 지식 영

역 34%, 이해 영역 54%, 적용 영역 12%로 출제

되어, 검정고시 출제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적용 

영역이 이해 영역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 참조).  

cognitive
domain Number of item N(%)

knowledge 5, 6, 9, 13, 15, 16, 20, 21*, 
23 8.5(34)

understanding 1, 2, 3, 7, 8, 10, 11, 14, 
17, 18, 19, 20, 21*, 22, 25 13.5(54)

application 4, 12, 24 3(12)

Total 25(100)

<Table 1> Frequency of exam questions according 
to cognitive domains, knowledge,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둘째, 문항이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

라 출제 되었는가?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

야 할 최소한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으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본개념이 균형

을 이루도록 교과 내용을 융합하여 구성하고 있

다(MEST, 2011, p.62). 따라서 검정고시 내용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공통과학 내용

체계와 내용요소를 분석틀로 사용했다(<Table 
2>).고등학교 공통과학은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검정고시 과학 25문항이 각 단원에서 골

고루 출제된다면 단원 당 최소 4문항(16%), 최대 

5문항(2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학 문항 출제는 에너지와 환경 

단원에서 28%, 태양과 지구 24%로, 이 두 단원

에서 출제된 문항이 53%에 달했다(<Table 2>). 
다음으로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단원(16%), 우

주의 기원과 진화 단원(12%), 생명의 진화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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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umber of 
question N(%)

 1.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universe 1, 9, 25 3(12)

 2. The sun and the earth 3, 4, 10, 18, 
19, 21 6(24)

 3. The Evolution of life 13, 14, 23 3(12)
 4. Information, communica-
    tion and new materials 5, 24 2(8)
 5. Human health and 

science technology 6, 15, 16, 20 4(16)
 6. Energy and the 

environment
2, 7, 8, 11, 
12, 17, 22 7(28)

Total 25(100)

<Table 2> Frequency of exam questions from 
each chapter of common science 

(12%)은 평균 출제 문항 수에 가깝게 출제되었

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신소재 단원에서는 8%로 

출제 문항 수가 부족했다. 이렇게 고졸검정고시 

과학 출제 문항이 에너지와 환경, 태양과 지구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정보통신과 신소재 영역이 

축소된 것은 고졸검정고시 과학 출제내용 재편성

방안(Kim, D., Kim, K., Ga, E., Kim, Y., Kim, J., 
Kim, C., Yu, C., Yoon, J., & Lee, H., 2015a)에서 

공통과학 내용 발췌 근거인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의 각 분야가 골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과는 다소 상충되는 결과였다. 
셋째, 문항의 내용이 타당한가? 내용타당도는 

대체로 내용분석을 통해 전문가의 논리적 사고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에 수량적으로 나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를 판단하기 위해 평정일치도와 내용타당성지수

를 산출했다(Lee, Jong Seung, 2009). 그 결과 두 

전문가에 의한 내용적합성 평정결과는 <Table 3>
과 같았으며, 평정일치도가 0.8 일 때 내용타당성

지수는 0.52로 내용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에서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학은 단

원 편중성이 나타나고 적용 영역이 다소 부족했

지만, 모든 문항 내용이 검정고시 제도와 고등학

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타당도 판단을 위한 내용

타당도지수 산정에서는 내용타당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1 1 2 2 2 2 4 1 1 3 1 2 1 2 3

B 2 1 2 3 3 1 4 1 2 2 1 2 3 2 3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A 2 3 3 2 3 2 1 3 3 3

B 1 3 3 2 2 2 1 3 3 3
*Rating scale: 1,2(unsuitable), 3,4(suitable)

<Table 3> Rating scale of compatibility in each 
question by expert A and B

2. 과학 문항 반응 사례 분석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학 문항에 대한 수

험자 3명과 예비수험자 2명의 각 문항 반응을 사

례별로 분석한 결과 정답을 선택한 경우는 다음

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Table 4> 참

조). 

가. 우연이나 추측에 의해 정답을 선택한 경우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질문이나 답지에서 답

을 암시하는 단어로 답을 맞히거나, 질문이나 답

지를 분석해 답을 추측했다. 이렇게 우연이나 추

측으로 답을 맞힌 경우는 25문항 중 19문항에 달

했으며, 이 중 9문항은 정답률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참조).
그러나 우연히 답을 맞힌 경우라도 무작위로 

답을 선택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대부분 문

제 내 질문과 답지를 분석해 답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문항 17번을 푼 사례에서 수험자 

B는 보기를 기준으로 답지를 비교해 오답을 제

외시키며 정답 확률을 높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수험자 D와 예비수험자 A도 답지를 비교하고 제

거해 우연히 답을 맞혔다.  

B: 17번은 그냥 찍었어요. 황사 아니고, 오로라 아

니고, 자기폭풍 아니잖아요.  

T: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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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뭄 피해를 입힌다고 하니까.. 근데 황사는 조

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T: 1번, 2번 중 2번을 한 이유는....

B: 근데 수온이 평균보다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황

사 때문에 수온이 증가하는 건 말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엘리뇨로 했습니다.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답지를 비교해 답을 

택할 때, 복잡한 답지를 정답으로 생각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문항 7번에 대한 예비

수험자 E와 A 사례에서 잘 나타났다. 

T: 이 문제 답을 (ㄱ), (ㄷ)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

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E: 음.. 이거는 계속 이해가 안되가지고 그냥.. (ㄱ)

은 (중략) ‘열기관에서.. 열에너지를.. 일로 전

환’할 거 같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럴 거 같애

서 (선택)했구요.‘열.. 효율은....’ 이게 맞을 거

라고 생각이..... 했어요. 

T: 왜 (ㄷ)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E: 왜 일지는 모르겠지만.. (웃으며) 약간 수가 이렇

게 약간 복잡하게 생긴 거는 맞을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비수험자 A도 다음과 같이 복잡한 답지인 

(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답지 분석으로 정

답을 우연히 맞혔다.

A: 뭔가 (ㄱ), (ㄷ) 같았어요. 

T: 왜? 설명을 좀 해볼래요?

A: 우선 모두 고르는 거니까 2개 일 거 같고. 둘 

중 하나니까 (ㄷ)은 뭔가 들어가 있을 거 같고. 

T: 왜 (ㄷ)은 들어가 있을 거 같았어? 

A: (ㄷ)은 뭔가 맞을 거 같아요. 아니 그냥 느낌이

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중략) (ㄷ)은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 같고, (답지에) (ㄴ)(ㄷ)은 없으

니까 그냥 (ㄱ)(ㄷ) 했어요. 

문항 9번에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이며 

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를 묻는 질문의 답은 

수소였다. 이 문제는 5명의 학생 모두 정답을 맞

혔는데, 면담 결과 물의 분자식을 아는 학생은 

없었으며, 모두 추측으로 정답을 맞혔다. 연구자

Unit #
   Types of problem-solving persons(%)

hap/guess
experience/c

ommon 
sense

scientific 
concept

Total
(%)

1
1 5(100) 5(100)
9 5(100) 5(100)

25 2(40) 2(40)

2

3 3(60) 1(20) 4(80)
4 5(100) 5(100)

10 4(80) 4(80)
18 1(20) 1(20) 2(40)
19 3(60) 1(20) 4(80)
21 1(20) 1(20)

3
13 5(100) 5(100)
14 2(40) 2(40)
23 1(20) 1(20)

4 5 1(20) 1(20) 2(40)
24 3(60) 1(20) 4(80)

5

6 5(100) 5(100)
15 5(100) 5(100)
16 1(20) 3(60) 4(80)
20 4(80) 4(80)

6

2 5(100) 5(100)
7 3(60) 3(60)
8 5(100) 5(100)

11 2(40) 3(60) 5(100)
12 4(80) 4(80)
17 3(60) 3(60)
22 4(80) 4(80)

<Table 4> Types of problem-solving to science 
questions and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의 질문에 대한 5명 학생의 답변은 다음과 같

았다.

T: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 뭐 있어요? 

A: 네? 몰라요. 이거 잘... 

B: 어.. 수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C: 물이요? 음..... (웃으며) 몰라요. 

D: 아니.... 몰라요. 

E: 물은... 이산화탄소. 수소 막 이런거 아니에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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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수소와 산소인 것은 몰랐지만, 답을 수소로 생각

하고 있었다. 예비수험자 A와 수험자 D는 다음

과 같이 물 수(水)에서 수소를 연상해 수소라 답

했다고 했다.

A: 물. 물 수(水). 수소

D: 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

데 물 하면, 물 수(水) 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

소인거 같애서. 

다음 문항 12번은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익

숙한 것, 아는 것을 토대로 정답을 우연히 맞힌 

경우에 해당했다. 이 문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에서 알파벳만 비교하더라도 정답을 추측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명(B)
만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 정답을 맞혔으

며, 나머지 3명(A, C, D)은 익숙한 물질로 추측에 

의해 정답을 맞혔다. 나머지 한 학생은 그럴듯하

게 보이는 오답을 선택했으며, 구체적인 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A: 이거 진짜 아무생각 없이 찍었어요. 아는 게 

CO2 밖에 없어서요. 

B: 애네 둘이 일단 결합을 한 다음에 애가 되는 건

데. 결합을 했을 때 형태를 보면 3번이 가장 맞

는 거 같았어요. 

C: 여기 N2, H2, CO2, NH3 이 중에서 그냥 아는 단

어가 CO2 밖에 없어가지고... 4월 시험에 그냥 

이거 찍었어요. 

D: 이것(CO2)만 아는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산

소? 물인가? 산소 맞는 거 같은데. 

E: 근데 제가 이거를 CO2 라고 할려다가 왠지 CO2 

가 아니고.. (웃음) NH가 생각나서.. (중략) 이게

(NH3) 막 약간 운빨이 있게 보이게 생겨서.. 약

간 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그랬던 거 같아요. 

글씨가 멋있게 생겨서...  

이렇게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우연히 답을 

맞힌 경우라도 무작위로 답을 선택한 경우는 거

의 없었으며, 문항 내 질문과 답지를 분석하거나 

자신이 아는 지식을 총 동원해 답을 선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정답을 선택한 경우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경험이나 상식으로 정

답을 선택한 경우는 과학적 개념을 알고 답을 맞

힌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 또는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답을 맞힌 경

우에 해당했다. 이러한 상식적 문항에서 이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설명을 해보라는 질

문에 당연히 정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항 6번 정답인 내시경은 수험자 및 예비수험

자가 일상생활 경험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익숙

하게 접한 단어라 5명 모두 쉽게 정답을 맞혔으

며, 이들의 구체적인 문항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A: 렌즈 있고, 위 대장 한다니까 내시경. 거... 의사

들이 쓰는 거. (중략) (당연하다는 듯) 내시경 

알죠. 

B: 위나 대장 같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

는 걸 볼려면.. (중략) 내시경을 안에 넣어서 이

렇게 막 보고 그런 거잖아요. 안에 내시경을 넣

어서 본다. 그 정도 알고 있어요. 

C: 이거 그냥... 위나 대장 같은 걸 검진할 때 뭔가 

체내에 삽입한다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요. 그냥.. 삽입... 

D: 병원 같은 데 가면, 청진지, 체온계, 혈압계 같

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위내시경, 대장내시

경은 들어봐서.. 검사하고 이런거..

E: 이거는 관선용? 렌즈 이런 건 다 빼고, 대장... 

삽입하여 대장이나 위를 검사할 수 있다니.. (중

략) 어렸을 때부터 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말

은 많이 들었던거 같애요.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내시경에 대한 보기 

설명에서 ‘광섬유’, ‘빛의 전반사 원리’같은 어려

운 용어는 모르고 있었지만, ‘관을 체내에 삽입’, 
‘위나 대장 등을 검진’에서 내시경임을 확신했다. 
이는 오답인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가 모두 익숙

한 용어이며 그 용도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답 선

택 시 오답과 정답 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답이 바이러스인 문항 15번 또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한 단어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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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모두 정답을 맞혔다. 그러나 이들은 답지의 

대장균, 결핵균인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알지 못했다. 답지에 세균이 2개 나와 

있었으므로, 학생들은 이를 제거할 수 있어 더 

쉽게 정답을 바이러스로 확신할 수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15번 문항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A: 뭔가 감기, 조류독감. 뭔가.. 그.. 바이러스 그거 

아니에요? (중략) 그냥 뭐 일상에서.. 뉴스에서

도 나오고..

B: 여기 감기, 조류 독감, 에이즈 막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게 바이러스

고...

C: 어거 그냥 감기, 조류독감, 에이즈 등이요. 감기 

바이러스, 조류독감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를 들어가지고, 바이러스라 했어요. 

D: 이거는 감기.. 조류 독감 에이즈 이런 거는 바이

러스라고.. 그러는 걸 들었던 거 같아요. 

E: 감기, 조류독감, 에이즈 다 바이러스로 인해 생

기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6번, 15번처럼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익

숙한 단어가 정답인 상식 문제는 정답률이 높았

다. 탄수화물이 정답인 문항 16번과 산화가 정답

인 11번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고 있었지만, 일상

생활 경험과 상식으로 답을 맞힌 경우에 해당했

다. 그 외 5번, 18번, 21번, 24번 문항에서 각각 1
명씩 개념을 모르지만 사전 지식이나 생활 속 경

험으로 정답을 맞혔다.   

다. 개념을 알고 정답을 선택한 경우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과학적 개념을 알고 

정답을 맞힌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예외적으

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풍력발

전에 대한 8번 문제는 5명 모두 정답을 쉽게 맞

혔다. 이와 같이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어느 

정도 개념을 아는 쉬운 문제인 경우 자신감을 가

지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 바람에서 우선 운동을 하니까 돌아가고. 이게 

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에

서 전기에너지.

B: 풍력발전은 아.. 이거 실제로 봤는데, 바람 때문

에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사

용하는 거잖아요. 

C: 이거요. 이걸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은 그.. 전기에너지를 만든다고 이걸 

들었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은 거 같애

요. 

D: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건 운동에너지 일거라고 

생각했고,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전기에너

지라고 했어요. 

E: 저는 이걸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애가 돌아가면

은 뭐 이렇게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를 알고 있

는데, 이거는 빛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열

로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화학으로도 돌아가

는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전기

에너지로 바뀔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비수험자 E는 풍력발전이 운동에너지가 전

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오답지를 비교해 설명

했다. 이처럼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개념을 완

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풍력발전의 개념을 

알고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풍력발

전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수험자 B)
도 있었지만, 질문에 풍력발전의 그림이 주어졌

기에 개념 설명이 좀 더 용이했을 것으로 여겨진

다. 왜냐하면 이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줄곧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외 문항 3번, 18번, 19번에서 개념을 알고 

답을 한 수험자는 B였으며, 학생의 구체적인 각 

문항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문항  3번: 여기 보면 그림에 공전주기, 거리 이렇

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지구가 가장 

공전 주기가 짧고 거리도 짧고, 그 다

음 화성이랑 목성이랑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항 18번: 월식이 달이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

고, 개기. 완전히 안보이는 걸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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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잖아요. 그래서 본 그림자 안에 달이 

완전히 가려졌으니까... 지구 반대편인 

P 지점에서 안 보이는 거니까 개기월

식을 했습니다. 

문항 19번: 바람에 의해 파도가 발생하고 바람은 

기권이잖아요. 파도가 발생하는 건 수

권이고... (중략) 이거 기권 하고 수권이 

서로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2번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항 3번에서도 수

험자 B만 그래프를 해석해 답을 맞혔으며, 수험

자 D와 예비수험자 A와 E는 그래프를 해석하지 

않고 순서대로 답해 정답을 우연히 맞혔다. 
수험자 B가 18번과 19번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이 학생은 초졸검정고시부터 

고졸검정고시까지 검정고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과학 수업을 수강했다고 했다. 

T: 이 개념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B: 저는 초중고 다 안 들어갔으니까 차례대로 봐야 

한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중졸 검정고시 수

업) 배웠어요. 

T: 그랬구나. 그러면 중졸검정고시 과학은 몇 점 

받았어요? 

B: 90점 대 받았던거 같애요. 그때는 대개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과학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초졸검정고시부터 고졸검정고시까지 검정고시

로 학력을 취득한 이 학생이 체감하는 고졸검정

고시 과학 난이도는 중졸검정고시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학생이 느끼는 시험의 체감난이도 차

에 비해 받은 점수 차는 중졸검정고시 90점, 고

졸검정고시 84점로 크지 않았다. 특히 중졸검정

고시의 경우 4개월(약 16회, 50분/회)정도 과학 

수업을 수강한 후 획득한 점수이며, 고졸검정고

시는 수업에 2회(50분/회) 참여해 획득한 점수임

을 감안하며, 고등학교 학력 자격시험으로서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타당성을 재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3. 정답 추측이 가능한 문항 분석

면담 결과 수험자나 예비수험자가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선택한 문항은 

‘문항의 질문이나 답지에서 답을 암시하는 경우’
나 ‘문항의 질문과 답지를 비교․분석하여 답을 추

측할 수 있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가. 문항의 질문이나 답지에서 정답을 암시하는 

경우

문항의 질문이나 답지에서 답을 암시하고 있는 

경우,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우연히 또는 추측

으로 정답을 맞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1번의 우주팽창을 묻는 문제에서 5명 모두 

질문에서 풍선을 보고 팽창이라고 답했는데, 이

는 질문과 답지에서 답에 대한 암시를 얻어 정답

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 1번에 우추팽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주팽창이라고 답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줄래

요? 

C: 아... 이거 한 개는 작고 한 개는 커졌잖아요. 그

래서 그냥 팽창이라고 했습니다.  

T: 그러면 우주팽창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C: 우주팽창은 잘 모르고요. 그냥 팽창이라는 단어 

때문에 선택했어요. 

T: 그러면 백색왜성은 무슨 뜻인지 아나요?

C: 사실 저는 이 단어는 모르고요, 그냥 팽창된 거 

같아서... 

이 같이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 5명 모두 우주

팽창 개념보다 단순히 풍선이 부푸는 모양을 보

고 정답을 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질문에

서 풍선이 작았다 커지는 그림을 보고, 답지에서 

팽창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답을 맞힌 경우는 질

문과 답지에서 답을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이와 유사하게 2번 문제도 수험자 및 예비수험

자가 보기에서 소리에너지라는 단어를 보고, 답

지에서 소리가 나는 물건을 선택해 모두 정답을 

맞혔다. 그러나 이들은 스피커가 ‘전류에 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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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답

지에 소리와 관련된 물건이 스피커뿐이었기 때문

에 쉽게 정답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문제 13번의 경우도 5명 모두 질문(세포를 싸

고 있는 막)에서 암시를 얻어 정답(세포막)을 선

택했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다. 

A: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니까 당연히 세포막이...

B: 여기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 

C: 그냥. 세포를 싸고 있다 그래가지고 세포막이라

고 했어요. 

D: 이거는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그래서 세포

막이라고 생각했어요.   

E: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이잖아요. 단백질...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이라고 해서 세포막이라고 했습니다.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모두 질문을 읽으며 

당연하다는 듯 답을 말했으며, ‘인지질 2중층과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와 같이 세포막의 

구조나 구성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과 같이 오답지인 핵, 미토콘

드리아, 엽록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T: (세포막 외) 다른 거 알고 있는 건 무엇이 있어

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서.

C: 몰라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따라서 이 문항에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세
포를 싸고 있는 막’이 보기에서 주어지지 않았다

면,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정답을 추측하는 것

은 어려웠을 것이다. 

나. 문항의 질문과 답지를 비교・분석해 정답 

추측이 가능한 경우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질문과 답지를 비교하

거나 분석해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게 나타난 문

항은 오답지 매력도가 낮은 경우였다. 면담 결과,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복잡한 답지나 익숙한 

답지를 기준으로 답지를 제거해 추측 확률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정답을 맞힌 경우 중 질문과 답지를 분석한 후 

답을 추측해 맞힌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항 4번은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 5명 모두 정

답을 맞혔으나,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인 가속도 

법칙의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어요? 

D: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T: 왜 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D: 그냥... 뭐래야 되지? 약간 수학문제 풀거나 이

럴 때도 그냥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러거든요. 

T: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D: 그냥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찍긴 

찍는 건데 그냥... 그런 건데. 

면담결과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 5명 모두 사칙

연산에 의존해 문제를 풀었다고 했다. 이 문항에

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개념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사칙연산에 의존해 정답을 맞힐 수 있었

던 이유는 더하거나 곱해도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빼거나 나누어 나오는 값은 답

지에 없어 쉽게 정답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유사하게 문항 10번의 경우도 5명 중 4명

이 답지를 비교해 우연히 답을 맞혔다. 수험자 B
의 경우도 답지를 비교해 답을 택했으나, 부호로 

비교하지 않고 숫자(100단위와 200단위)로 비교

해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이렇게 수험자 및 예

비수험자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 비교에서, 
표에서 주어진 정보를 분석해 답하기보다 단순히 

부호나 숫자를 비교해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면담 내용은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답지 

비교만으로 어떻게 정답을 맞혔는지 보여준다. 

A: 이것도 잘 몰랐는데. 이거 나머지 다 마이너스 

인데 애만 100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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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거 그냥.. 헬륨이랑 질소, 산소는 마이너스가 

들어 있는데, 물은 그냥 마이너스 안 붙어 있어

서 물이라 했어요. 이것도 거의 찍었는데요. 

D: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안 붙어 있어서... 물로 

찍었는데...

E: 애는 마이너스가 없어서 (웃음) 그랬던거 같습

니다. 

이같이 표를 분석하면 맞힐 수 있는 문항이라

도,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거나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경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 과정’을 묻는 문항 20번에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호흡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관여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답지에서 이를 찾아 

정답을 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답지에는 산

소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1개 밖에 없

었으므로,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개념을 알

지 못해도 추측에 의해 5명 중 4명이 다음과 같

이 정답을 맞혔다. 

B: 아... 호흡이니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고.. 

C: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아는 단어가 나와 가지고 

이걸루 찍었어요. 

D: 이거.. 일단은 뭔가 생겨야... 산소와 이산화탄소

만 정확히 아니까 찍은 거 같은데...

E: 세포호흡은 호흡이잖아요. 산소하고 내뱉고 하

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했던 거 

같아요. 

문항 22번 단위면적 당 태양복사에너지 양을 

묻는 문제에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입사각에 

의한 단위 면적 당 빛의 세기를 비교하기 보다는 

단순히 태양과 지구의 거리로만 답했음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5명 중 4명이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

A: 그냥.. 뭔가 에너지가 머니까 적을 것 같았어요. 

맞았어요? 

B: 당연히 빛이 표면이 가장 긴 것이 가장 에너지

가 적게 받을 게 뻔하니까 1번 했어요. 

C: 이거 왠지 태양복사에너지량이 가장 적은 거래

잖아요. 그래서 A가 조금 멀어가지고 그냥 먼 

걸로 했어요.

D: 이거는 A가 제일 멀잖아요. 길이가 제일 길잖아

요. 그래서 아.. 멀면 멀수록 가는 양이 적을 거

라고 생각했어요.  

이와 유사하게 문항 3번 그래프 해석 문제의 

경우도 이들은 그래프를 해석하지 않고, 그래프

에 나온 순서대로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 중 4
명이 정답을 맞혔다. 

이상에서 2016년 1회 고졸검정고시 과학 문항 

25개에 대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 5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과학적 개념을 알지 

못해도 일상생활 경험이나 상식으로 정답을 맞히

거나 질문과 답지를 분석해 정답을 맞힌 비율이 

80%가 넘는 문항은 11문항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이는 고졸검정고시가 정규 교육을 받

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

회적 기능을 강조한 결과, 고졸학력 취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위해 문항을 다소 쉽게 출제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

형편이 아닌 대입에서 편의성을 제공받고자 의도

적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늘어가는 현 추

세에서(Kim, Younghee, 2015), 고졸학력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현 검정고시 제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Ⅳ. 결론 및 제언

고졸검정고시 2016년 1회 과학 문항이 고등학

교 졸업 학력 자격시험으로 타당한가 알아보기 

위해, 검정고시 제도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

거해 문항 타당도를 분석하고 수험자 3명과 예비

수험자 2명을 대상으로 과학 문항 반응 사례를 

고찰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검정고시 2016년 1회 과학 문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되었으나, 공통

과학 6단원 중 에너지와 환경, 태양과 지구 단원



문 성 채

- 76 -

에서 과반수이상 문항이 출제되어 단원 편중성을 

보였다. 또한 교육부의 고졸검정고시 제도에 따

라, 교육목표분류학 인지 영역인 지식, 이해, 적

용에서 비교적 적정 비율로 출제되었으나, 적용 

영역이 12%로 검정고시 제도에서 제시한 20%보

다 8%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다형 

지필평가 문항 제작 시, 검정고시 적정난이도에 

따라 교육목표의 지식, 이해보다 상위영역인 적

용에 대한 문항 제작이 쉽지 않았던 결과로 여겨

진다. 
둘째, 고졸검정고시 과학 문항에 대한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의 문항 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 5명이 정답을 맞힌 경우는 

우연이나 추측에 의해 맞혔거나, 생활 속에서 상

식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와 과학적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가 과학적 개념을 알고 문제를 푼 경

우는 극히 드물었다.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알

고 문제를 푼 경우는 풍력발전과 같이 고등학교 

과정 이전에 나오는 쉬운 문제였다. 또한 과학적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세 문제에서 정답을 맞힌 

수험자는 초졸검정고시와 중졸검정고시 준비 과

정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학생들이 생활 속 경험이나 상식으로 알

고 있어 정답을 맞힌 경우, 수험자나 예비수험자

는 해당 질문이나 답지에 나오는 과학적 개념은 

몰랐지만 직관적으로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익숙한 문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일상생활 문제해결

력과 연관되지만, 고졸검정고시에 나온 일상생활 

문제는 해결을 위해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

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획득한 경험이나 상식을 

통해 직관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험자 및 예비수험

자가 정답을 맞힌 경우는 우연이나 추측에 의해

서가 가장 많았다. 이들이 우연이나 추측에 의해 

정답을 맞힌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질문

이나 답지를 비교해 정답을 암시하는 단어를 중

심으로 정답을 맞힌 경우와 질문과 답지를 분석

해 차이점을 찾아 정답을 맞힌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수험자 및 예비수험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복잡한 답지를 정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답을 선택할 때는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으며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 또는 익숙한 단어

를 답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학생

들이 답으로 익숙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기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낯선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적 한계를 넘

어 정답을 맞히려는 모험으로 여겨졌다. 
이 고졸검정고시 2016년 1회 과학 문항 타당도

와 문항 반응 사례 분석 연구는 수험생 3명과 예

비수험생 2명을 대상으로 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로 고등학교 학력 자격시험으

로 적합한 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고등학교 학력 자

격시험으로 고졸검정고시 과학의 타당성을 의심

할 수 있는 근거로 내용타당도 지수와 학생의 문

항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고졸검정고시 과학

이 고등학교 학력 자격시험으로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문항 자체에 대한 출제자 중심 분석

보다 수험생의 문항 반응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고졸검정고시는 두 가지 상충된 현상인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과 

고등학교 학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하려고 의

도적으로 학교를 중도 이탈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KICE 
(2015)에서는 고졸검정고시의 상급학교와 연계, 
공교육과 연계를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

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

교 졸업 자격이 출석률에만 의존해 주어지기에, 
고등학교 학력 자격시험으로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고졸검정고시 난이도를 높인다면 형평성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검정고시 시험이 너무 쉬울 경우 수험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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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문제만 풀고 고졸 자격을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수험자들에게 학

습 동기마저 부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고

졸검정고시는 대입 수시 전형과도 연계되기에 고

졸검정고시 학습은 기초학업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구성되어야 것이다(Yune, So-Jung, 2013; Lee, 
Eun-Hwa, 2012). 

이상에서 고졸검정고시 과학이 고등학교 학력 

자격시험으로 타당성을 가지려면, 고등학교 과정

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과학 소양 능력을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

육과정에 기반 한 고졸검정고시 과학 소양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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