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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수학과 교과 내용학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출제된 수학과 교과 내

용학의 문항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년간 출제된 수학과 교과

내용학의 105 문항을 수집하여, 9개 과목 간,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따라 출제된

비율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평가

영역의 재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학과 내용학의 9과목 간 출제

비중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과목별 평가 영역 간에도 출제 비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내용 요소의 분석에 있어서도 262개 중에서 153개가

4년동안교사임용시험에출제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학과 내용학의 출제 과목간의 비중이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재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content knowledge of mathemat-
ics subject for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con-
ducted from the school year of 2009 to 2012 based on the evaluation scope of the
mathematics subject content knowledge and evaluation contents which were pre-
sen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KIC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 total of 105 questions were collected
with respect to the questions that appeared on the test over the last 4 years which
aimed to evaluate the level of applicants’ knowledge related to the contents of
mathematics subject. The ratio of the contents covered in the test was assessed
based on the scope of evaluation and the items for evaluation among the 9 sub-
jects.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mathematics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or the restructuring of the evaluation scop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items that appeared on the test
among the 9 subjects related to the content knowledge of mathematics. Also,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tems covered in the test among the eval-
uation scope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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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valuation content items suggested that 149 items
out of 256 items did not appear in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for 4 years.
Based on such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readjusting the
ratio of items covered in the test of content knowledge related to mathematics or
the evaluation scope and evaluation cont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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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수학이 하나의 교과로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진 것은 1883년 덕원

읍민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원산학사에서 산술을 가르친 것을 기점으로 하며 (박한식,

1991), 이후 1895년 고종이 ‘교육입국조서’ 를 공포하고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관제에 관

한 칙령에서 수학이 하나의 교과로 포함됨으로써 (최영한, 1999), 국가의 제도적 차원에

서 수학 교과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교육의 기회균등 정책, 의무교육제도의

시행, 학령인구의 증가, 도구교과로서 수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등에 기인하여 수학은

학교교육에서 핵심적인 교과로서 위상을 갖추어왔다. 수학이 갖는 교과로서의 위상 증

가와 더불어 초�중등학교의 수학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또한 시대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되어 왔다.

현재의 제도로서 중등학교의 수학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범대학이나 교

직과정 이수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공�사립의 중등학교에

교사로 채용되는 것이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3차에 걸쳐 시

행되는 교원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현행 교원임용고사 제도는 2007년 교육인적자

원부령 제914호 (2007.10.11)「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에 의해 만

들어졌고, 2009학년도 임용고사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2012학년도까지 4년 동안 실

시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5지 선다형의 1차 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2차 시험,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평가의 3차 시험으로 실시된다.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직의 전문성 개념 속에는 근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교육자로서의 인간적, 감성적, 지각적 능력을 포함하는 교육자적 인성 등이 개념

화되어 있다 (손충기, 2004). 수학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정해남 (1998)은 수학교

사의 수학과 수학교육의 인식론에 관한 지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수학에

관한 지식, 학문으로서의 수학 지식, 교육학 지식, 교과-교수법 지식, 인간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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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내성적 지식을 제안한 바 있다. 신현용과 이종욱 (2004)은 수학 교사가 수학을 가

르치는 것과 관련된 지식에 한정하여 수학 교사의 지식을 교과지식 (수학에 대한 지식),

교수법적 지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식에서 교과 내용학과 관련된 교과 지식에는 수

학의 개념, 주제, 이들 사이의 관계, 개념을 이끌어내는 원리가 포함된다. 학교수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이전 학년과 다음 학년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을 아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이은휘 (2003)는 수학과 수업 개선의 방향에 있어서 수학에 관한 교사의 이해 정

도가 중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즉 교사는 수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수

학의 배경 지식과 교과내용의 계통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각함수를 가르치는 교사가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왜 중요하며 학교에서 그

것을 다루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때, 교사가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수학의 가치를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임용고사 출제를 위한 각 교과별 교사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학 교사의 자격기준은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와 사명감’ ,
‘수학적 지식 및 능력’ , ‘수학 교육학적 지식 및 능력’ , ‘수업 실기 능력’ 의 네 가지 영

역 (대범주)로 제시하고, 그 하위 영역으로 19개의 ‘표시과목별 자격기준’ 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 (대범주)과 표시과목별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49개의 세부자격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

험’ 부터 표시과목별 출제 문항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2008).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수학과 평가영역을 토대로 2009학년

도부터 2012학년도 출제된 1차 시험 수학과 내용학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9년

이후의 임용고사 문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영역과 내용요소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임용고사 문항과

평가영역의 일치성 여부를 평가하고, 수학과 교과 내용학의 평가 영역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루어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영역별로 2009학년도부터 4년간 수학과

내용학 문항의 출제빈도를 분석한다.

둘째, 분석 결과를 통해 수학과 교과 내용학의 평가 영역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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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현재 중등 교사 임용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과 내용학은 1

차 시험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중등 교사 임용시험 수학과 교과내용학의 선택형 필기시험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교과내용학이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출제된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제에서 2012학년도 시험까지의 105문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기출문항 자료실에서

수집하였다.

2.2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과 교과 내용학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분석에서는『2009학년

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학과」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

역 상세화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학의 평가 영역에 근거하여, 9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

야와 54개의 평가 영역에서 256개의 평가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II-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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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제에서 2012학년도 시험까지의 105문제를 기

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 따른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하나의

문제에서 언급된 모든 평가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임용시험에서 다루어지는 평가영역

의 수와 평가 내용 요소의 수를 연도별로 그 추이를 밝혔다. 문항의 분석에 있어서는 수

학과 교과내용학 전공의 전문가 3인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았다.

3 연구 결과

수학과 교과내용학의 9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별 2009학년도에서 2012학년도까지의

임용고사에 출제된 문항 수는 <표III-1>과 같다.

최근 4년간 수학과 교내용학의 9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별 임용고사 출제 문항 수

의 비중은 ‘해석학’ , ‘현대대수학’ , ‘위상수학’ 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수의 안배에

있어서는 4년간 큰 차이가 없으나, 2012학년도의 경우 ‘해석학’ 과 ‘확률과 통계학’ 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반면, ‘복소해석학’ 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출제된

문항 수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수학 계열 과목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

학)과 해석학 개열 과목 (해석학, 복소해석학)의 비중이 총 26문제 (2012년도는 27문항)

중 16문항을 차지하여, 높은 비중으로 출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제 문항 수에 근거하여 9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매년 출제된 문항에서 다루어진 핵심 개념을 관련되는 ‘평가

내용 요소’ 에 체크하였고, 그 결과를 당해 출제된 전체 평가 내용 요소에 비추어 비율

을 산출하였다. 하나의 문항이 여러 평가 내용 요소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된 모든 평가

내용 요소에 체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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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대대수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현대대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

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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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현대대수학은 4년간 평균 23%의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연간 22%

26%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비중 상의 변화도 거의 없다.

현대대수학의 평가영역에 있어서는 ‘환’ 10%, ‘체’ 7%, ‘군’ 6%의 순으로 출제되

고 있다. 평가 내용 요소 중 ‘군’ 에서 ‘순환 군’ 과 ‘직적과 집합’ , ‘환’ 에서 ‘부분환’ ,
‘체’ , ‘극대와 소 아이디얼’ , ‘체’ 에서 ‘확대체’ , ‘대수적 확대’ 가 3번 이상 출제 빈

도를 보인 것에 비해, ‘치환군’ 을 비롯하여 8개의 평가 내용 요소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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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형대수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선형대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

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3>과 같다.

선형대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선형대수학은 4년간 평균 8%의 평가 내

용 요소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비교적 비중이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연간 7%

1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비중 상의 변화도 거의 없다.

선형대수학의 평가영역에 있어서는 ‘행렬’ , ‘벡터공간’ , ‘선형변환’ 의 세 가지 평가

영역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평가 내용 요소 중 ‘행렬’ 에서 ‘행렬식의

계산법’ , ‘벡터공간’ 에서 ‘벡터공간’ , ‘벡터공간의 기저와 차원’ , ‘선형변환’ 에서 ‘선
형 변환의 기본 성질과 행렬의 관계’ , ‘행렬과 선형변환의 고윳값 � 고유벡터 � 고유다

항식 � 최소다항식’ 이 2번 이상 출제 빈도를 보인 것에 비해, ‘연립1차방정식’ 을 비롯

하여 9개의 평가 내용 요소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정수론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정수론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4>와 같다.

정수론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정수론은 4년간 평균 8%의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비교적 비중이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연간 4% 11%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비중 상의 변화도 큰 편이다. 2009학년도에 4%였던 것이

2010학년도에 11%로 증가하였다가, 최근 2년간에는 7% 정도로 출제되고 있다.

정수론의 평가영역에 있어서는 ‘합동식과 원시근’ 이 가장 비중 있게 출제되는 반면,

‘수 체계 및 소인수 분해’ 영역은 출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평가 내용 요소 중 ‘합동

과 합동식’ 이 4번, ‘위수와 원시근’ , ‘이차합동식’ 이 3번 출제되었다. 한편, ‘수의 체

계’ 를 비롯하여 15개의 ‘평가 내용 요소’ 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해석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해석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5>와 같다.

해석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해석학은 4년간 평균 21%의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비중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2010학년도에 17%의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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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보면, 3년간 22%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해석학의 8개 평가 영역 중 ‘함수열’ , ‘미분’ , ‘수열’ 순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평가 영역도 매년 유사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다만, ‘실수 체계’
의 영역에서는 4년간 하나의 평가 내용 요소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내

용 요소 중 ‘미분 가능 함수의 성질 등’ 이 5번, ‘고른 (균등) 수렴’ 이 4번, ‘무한 수열

의 수렴성’ , ‘다중 적분’ 이 3번 출제되었고, ‘코시 수열 등’ 을 비롯한 9개의 평가 내용

요소가 2번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산에 대한 성질’ 을 비롯한 13개의 ‘평가

내용 요소’ 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5 복소해석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복소해석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

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6>과 같다.

복소해석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복소해석학은 4년간 평균 9%의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비교적 비중이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연간 출제

비중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11%이상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약 5% 수준으로 출제 비

중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복소해석학의 7개 평가 영역 중 ‘해석함수’ 4%와 ‘적분’ 3%를 제외하고 보면 나머

지 영역에서의 출제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소수계’ 와 ‘기본사상과 초

등함수’ 의 평가 영역에서는 4년간 하나의 평가 내용 요소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평가 내용 요소 중에서는 ‘해석함수’ 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5번 출제되었으나,

나머지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소해석학의 33개 평가

내용 요소 중 24개가 4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6 위상수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위상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7>과 같다.

위상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위상수학은 4년간 평균 14%의 평가 내용 요소

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간 출제 비중에 있어서2009학년도에 9%, 2011학년도에 17%, 나머지 학년도에는 13%

로 출제되어 비중상의 변화도 큰 편이다.

위상수학의 7개 평가 영역 중 ‘위상의 기초’ 4%, ‘집합’ 3%, ‘사상’ 3%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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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비중이 나타났고, 나머지 영역에서의 출제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공간’ 의 평가 영역에서는 4년간 하나의 평가 내용 요소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내용 요소 중에서는 ‘위상의 개념’ 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5번 출제되

었고 집합 4번, ‘기저 등’ 3번, ‘컴팩트 공간’ 이 3번 출제되었다. 한편, ‘논리’ 를 비

롯한 11개의 ‘평가 내용 요소’ 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7 미분기하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미분기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

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8>과 같다.

미분기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미분기하학은 4년간 평균 8%의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간 출제 비중에 있어서도 4%에서 11%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큰 편이다.

미분기하학의 7개 평가 영역 중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 ‘곡률과 비틀림률’ 2%

인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영역의 출제 비중이 낮았고, ‘벡터’ 영역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평가 내용 요소 중 ‘가우스곡률’ 이 3번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부 평가 요

소가 간헐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한편, 27개의 평가 내용 요소 중 ‘벡터’ 를 비롯한 16

개가 4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8 확률과 통계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확률과 통계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III-9>와 같다.

확률과 통계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확률과 통계학은 4년간 평균 5%의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아주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제 비중은 4%에서 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률과 통계학의 4개 평가 영역 중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 ‘확률분포’ 4%인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영역의 출제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 ‘자료의 정리’ 영역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평가 내용 요소 중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3번, ‘조건부확률’ 2번,

‘모평균’ 2번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과 분산’ , ‘중심극한 정리와 대수의 법칙’ ,
‘구간추정’ 에서 한 번 출제된 것이 전부이다. 또한, 27개의 평가 내용 요소 중 ‘모집단

과 표본’ 을 비롯한 21개가 4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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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산수학

4년간 수학과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내포된 이산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Ⅲ-10>과 같다.

이산수학 과목 및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개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이산수학은 4년간 평균 5%의 평가 내용 요소

가 출제되고 있어, 임용시험에서 아주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제 비중은 4%에서 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산수학의 12개 평가 영역 중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 ‘그래프의 기본’ 4%인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영역의 출제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분할’ , ‘점화관계식’ , ‘알
고리즘’ , ‘게임이론’ , ‘경로문제’ , ‘평면그래프’ 의 영역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내용 요소 중 ‘여러 가지 그래프와 그 활용’ 이 3번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부 평가 내용 요소가 한 번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할’ 을
비롯한 6개의 영역에서는 단 하나의 평가 내용 요소도 출제된 바가 없었고, 전체 46개의

평가 내용 요소 중 37개가 4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학과」
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연구』에서 제시된 수학과 교과 내용학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따라 2009학년도에서 2012학년도 중등교사 수학과 임용시험

에서 출제된 문제를 분석한 결과와,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과 내용학의 9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간 출제 비율의 차이가 현저하다

는 것이다.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학과」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연구에서는 9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기본 이

수과목 및 분야가 최근 4년간의 수학과 내용학의 임용 시험에서 다루어진 비중을 보면

현대대수학은 평균 23%, 해석학 21%, 위상수학 14%, 복소해석학 9%, 선형대수학 8%,

정수론 8%, 미분기하학 8%, 확률과 통계학 5%, 이산수학 5%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를 보면 ‘현대대수학’ 과 ‘해석학’ 이 임용고사 시험 문제의 44%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률과 통계학’ , ‘이산수학’ 은 비중 있게 출제되는 두

과목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제 비중을 나타내었다. 과목 간 출제 비중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어떠한 학문의 영역이든 더 중요한 과

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존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차이는 학문 그 자체의 지적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든, 교사로서 교육실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의 차이

이건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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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이들 9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는 이수 학점의 배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과목을 이수

함에 있어서 임용고사 시험에서 과목간의 중요도 차이에 따라 학문적 열정을 차별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은 각 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그 과목에 포함된 학문

적 지식과 탐구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장차 유능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임용고사에서 과목 간에 출제 비중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점이다.

둘째,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내의 ‘평가 영역’ 간에도 출제 비중에 있어서 큰 차이

가 있다는 점이다. 현대대수학이나 선형대수학의 경우는 각각 세 가지 평가 영역이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과목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영역도

있다. 해석학의 ‘실수 체계’ , 복소해석학의 ‘복소수계’ 와 ‘기본사상과 초등함수’ 의 두

영역, 위상수학의 ‘거리공간’ , 미분기하학의 ‘벡터’ , 확률과 통계학의 ‘자료의 정리’
영역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다. 더욱이 이산수학의 경우는 12개 평가 영역 중

‘분할’ , ‘점화관계식’ , ‘알고리즘’ , ‘게임이론’ , ‘경로문제’ , ‘평면그래프’ 의 6개 영

역이 4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과목별 ‘평가 영역’ 간에도 출제 비중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재

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수학 과목은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법칙을 토대로 문제해결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과목의 모든 평가 영역을 시험문제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너무 많은 수의 평가 영역으로 구획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영역을 통합하여 제안하는 방식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과목별 ‘평가 영역’ 내에서 ‘평가 내용 요소’ 간에도 출제 비율에 있어서 현

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대수학 33개의 평가 내용 요소 중 7개, 선형대수학 19

개 중 9개, 정수론 21개 중 15개, 해석학 31개 중 13개, 복소해석학 33개 중 24개, 위상

수학 24개 중 11개, 미분기하학 27개 중 16개, 확률과 통계학 27개 중 21개, 이산수학

41개 중 33개의 평가 내용 요소가 4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56개의 평가 내용 요소 중에서 149개가 4년 동안 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학교과의 내용학에서 평가 내용 요소로 제

시된 것 중 58%에 해당하는 내용이 최근 4년간 개편된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

다는 것은 분명한 논의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내용 요소가 너무 상세화 되었든지, 아니면 출제되는 문항이 전체 내용 중 42%에

만 한정하여 출제된다는 시험의 반복성의 문제이든지,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제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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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만일, 평가 요소가 너무 상세하게 많이 제시되었다면, 기존의 평가 내용

요소 중 하위의 개념이나 원리를 포섭하는 상위의 개념 또는 원리로 축소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 사료된다. 혹은 제시된 평가 내용 요소 각각이 수학과 내용

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로서 존재 가치를 갖는다면, 시험 문항을 표집하는

데 있어 좀 더 사려 깊은 ‘안배의 예술’ 이 요망된다.

시험은 학습의 정도를 판가름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이 더 많이 학습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우리의 인재 선

발 풍토에서, 시험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시험에서 특정의 내용만 반복 출제될

경우, 학생들이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에만 집중함으로써 지식의 균형적인

섭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평가원의 ‘수학과 내용학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가 임용고사의

문항을 개발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평가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에서 시험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제안한 교과

별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에 비추어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범대

학 수학과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임용 시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의 공유를

촉구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2013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원 임용 시험은 그 방식의

개편이 공포된 상황에서, 수학과 내용학 각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평가 영역을 어

떻게 구성하고, 어떤 평가 내용 요소가 중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학문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로 대두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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