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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은 다양

하다.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외에 ‘수학교

사’로서 가져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면 단

연 수학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꼽을 수 있다. 교

사의 전문성은 교사가 교수ㆍ학습에 대한 확실

한 지식으로 설명된다(Cooney, Wittman, Schrage,

Dossey & Brawn, 1996). 특히,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 구현되는 수업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이루

어지는 교수ㆍ학습 활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

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과정이 포함된다. 교사

는 수학 과제를 선별하여 제공하며 학생들과 함

께 수업시간에 실행하며 이 때 교사의 경험이나 

지식, 수업의 목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과 

및 학생들에 대한 이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Copur-Gencturk, 2015; 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Stein & Smith, 2010). 학생들은 

실제로 교사가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수학을 배

우게 되며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생활과 연관된 사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학 학습이 필수적이다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NCTM], 2000).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어떤 

과제를 선별하여 제시하며 교과를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교사의 수학 내용과 교육학

적 지식, 교사의 인식과 학생들의 성취와의 관계

를 알아본 연구에서 교사의 지식은 학생들의 성

취에 영향을 미치며(Hill, Rowan & Ball, 2005),

교사의 전문적인 배경이나 경험 등도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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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교사들의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MKT)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확장하여서 이를 적용한 

측정을 통해 중등 예비수학교사들의 MKT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수준의 수학 영역에 대한 검사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교사 54명을 상대로 검사

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이 얻은 점수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 시 검사지 총점의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는데, 예비교사들은 대

체로 문항에서 나타내는 학습 내용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중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

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의 본

질을 충분히 담지 못하며 학습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기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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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Rust, Nishio, DePiper, Smith, Frank, Clark, Griffin,

Conant & Choi, 2014). 그러므로 교사들이 수학

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 아

는 것은 물론 얼마나 깊이 이해하며 학습자로서

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수학적 전략

을 갖추고 있는지(NCTM, 2000) 이를 근거로 교

사들의 지식의 수준 및 정도가 어떠한지 측정하

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왔다(Hill, 2007; Hill, Ball

& Schilling, 2008; Hill, Schilling & Ball, 2004;

Hill, Sleep, Lewis & Ball, 2007; Izsak, Jacobson,

Araujo & Orrill, 2012).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지식수준에 대한 탐

색이 시도되고 있는데 주로 수학 내용 지식이나 

특정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교사

의 이차곡선에 대한 지식(이승훈ㆍ조완영, 2013),

미적분학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고희정ㆍ고상숙,

2013), 분수에 대한 지식(방정숙ㆍYeping Li, 2008;

서관석ㆍ전경순, 2000) 등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문진수ㆍ김구연(2015)은 우리나라 중등교사들이 

함수에 대한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MKT])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적용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중등교사들의 함수에 대한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SCK]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문진수ㆍ김구연

의 연구를 확장하는 시도로서 함수 영역에 국한

하지 않고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수학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을 탐색하고자 시도한다. 이

를 위하여 교사들의 MKT를 측정할 수 있는 문

항을 개발하고자 시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

타난 예비교사의 지식과 관련한 특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교사가 가진 목표나 내용 및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수학 과제를 선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학을 학습하게 된다(NCTM, 2000; Remillard &

Bryans, 2004; 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교사가 선별한 수학과제(mathematical tasks)는 과

제의 특징과 실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고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수업 시

간에 어떻게 실행되는가는, 학생들이 느끼는 수

학과제의 난이도, 교사의 교육 성향이나 습관,

학생들의 학습 형태, 수업 구조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그림 II-1](Henningsen & Stein,

1997; Remillard & Bryans, 2004). 즉, 교육과정 

도서에 내재된 수학 과제들이 학습자들의 학습

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교사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김구연, 2011; Collopy, 2003; 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수학 교과의 과목 내 연결성과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

록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Cooney, Wittman,

Schrage, Dossey & Brawn, 1996).

Cooney et al.(1996)은 교사들이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지식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Lloyd & Bannister

(2010)는 교사들 간의 동료 교수(peer-teaching)를 

위해 학습자로서의 동료 교사를 가르치기 위하

여 동료 교사의 지식과 같은 정보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수업을 디자인하고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은 동료 

교사가 수학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교육학적 접근 및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학습자로서

의 학생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교사의 지식이 수학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mathematics)과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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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그리고 학습자의 수학에 대한 인지상

태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learners’ cognitions

in mathematics)을 고루 파악하여 발달하게 된다

는 Fennema & Franke(1992)의 주장과 의미 있게 

연결된다. Fennema & Franke(1992)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행동이나 선택은 교사

의 지식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지식이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지식과 조화를 이루며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교사의 지식은 수학 수업에

서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알아야 하는 수학적 지식들이 수학의 

내용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

에 대해 해당학년 수준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아이디

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 학생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학습할 때 일

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

러한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방

법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된다(Ball, Rubienski &

Mewborn, 2001; Marks, 1990; NCTM, 2000;

Shulman, 1987). 이러한 교사 지식에 대한 새로

운 규명은 Shulman (1986)이 정립한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와 직결된다. PCK는 교

사가 가져야 하는 지식과 내용 영역 전문가가 

가지는 지식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범주이며 

교사들만의 고유의 영역으로 내용과 교수법의 

혼합된 형태의 전문지식을 의미한다(Shulman,

1987). 이의 연장선상에서 Ball, Thames &

Phelps(2008)는 교사의 지식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의 다수가 각 교과를 가르치는데 요구되

는 교수학적 지식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를 밝히는 규범적 연구에 그친 한계와 PCK가 

나타내는 정의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수학교과

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을 

MKT로 정의하고, MKT를 구성하는 영역을 규명

하였다[그림 II-2].

MKT는 교과 내용에 관련한 지식을 의미하는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SMK])

과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 이외의 요소들을 복

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PCK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SMK와 PCK를 구성하

는 6가지의 지식 영역들 중 전문화된 내용 지식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SCK]), 내용과 학

습자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KCS]), 그리고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KCT])를 중

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CCK는 제시된 수학문제를 올바르게 해

결하거나, 수학 계산에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부족한 이해 수준이나 학습 과정에서 

[그림 II-1] Mathematical Tasks Framework (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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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는 오류를 수정해주기 위해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SCK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문화된 지식으로써 CCK와는 

다른 내용 지식이다. SCK는 단순한 오류를 확인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흔히 갖게 되는 잘못된 개념

과 사례를 아는 것과 학생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해결방법을 수학적으로 정당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다.

다음은 PCK에 해당하는 범주로 학생들이 추

론, 의사소통, 문제해결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교사가 가

진 내용에 대한 지식과 교수학적 지식을 통합하

는 개념과 관련된다(Cooney et al., 1996). 교사는 

이 중의 한 축인 KCS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

자들의 사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지식으로 학습

자들에 대한 지식과 교수학적 지식과의 통합을 

의미하는 영역이다(Cooney et al., 1996). 교사는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수 상황을 

가정하고, 적절한 학습 예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KCS는 수학교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

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고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의 학습수

준과 반응 등을 예측해봄으로써 학습자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는 학생의 생각과 교수학적 지식 사이의 연

계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Ebert, 1993;

Lloyd & Bannister, 2010). 마지막으로 KCT는 수

학 수업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교사는 

수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나열하며 학습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수업을 준비하여 각 수업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수정하고 학습자의 학습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평가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NCTM, 2000), 이

는 교사가 선택해야 하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과

도 무관하지 않다. 교사는 수학 수업의 목표와 

학업 성취 기준 등을 설정하게 되며 평가는 설

정한 수업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그리

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평가를 위해 교

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적인 지

식과 기술 측면(assessment literacy)을 바탕으로 

[그림 II-2] MKT 구성요소 (Ball, Thames & Phelps, 2008, p.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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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신장시켜야 하며

(Mertler, 2009) 평가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학적 의사소통과 문제해

결, 추론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수학적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져야하

며(NCTM, 2000), 서술형 평가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인 학습자의 창의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

습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형 및 논술형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과제들을 변형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의 목적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Knowledge of Content and Assessment [KCA]로 

정의하고 MKT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써 문항 개

발에 적용한다.

먼저 수학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교사들은 함수의 독립변

수와 종속 변수를 혼동하여 쓰기도 하며 지수함

수와 이차함수에 이름을 잘못 붙이는 등의 오류

를 보였다(Cramer, 2004). 대수영역과 관련하여 

McCrory, Floden, Ferrini-Mundy, Reckase &

Senk(2012)는 교사들의 대수 영역에 대한 지식 

측정을 위한 분석틀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항식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시하여 학교 수학

에서 다루는 정도의 지식을 School knowledge로 

정의하고, 학교 수학보다 심화된 내용 지식으로 

대학 수학과 연계되는 지식을 Advanced knowledge

로 정의하여 Teaching knowledge로 정의한 교수

학적 지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하여도 교

사들이 그림 모델을 활용하여 분수를 가르칠 수 

있는지 MKT를 측정하였는데(Izsák, Jacobson, de

Araujo & Orrill, 2012), 분수의 곱셈을 지도하기 

위한 모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여서 적절한 모

델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지식을 측정하였다[그림 II-3]. 또한 분수의 나눗

셈에서 제수를 나누는 단위(unit)로써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시된 모델을 어

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제시하였다[그림 II-4].

Lamon(2012)은 분수의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유

리수에 대한 이해의 첫 걸음이라고 하였는데 중

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1~3학년 

군을 통틀어 첫 번째 단원에서 유리수와 사칙연

산을 학습하게 되므로 분수의 연산 원리에 대한 

교사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Ball, Hill &

Schilling(2004)은 초등학교 수학의 두 자리 수의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오류를 범한 풀이를 

찾도록 하는 문항을 제시하여 MKT를 측정하고자

하였고[그림 II-5], 이후 Ball, Hill & Bass(2005)에

서는 곱셈을 세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난 방법들 중 어떤 방법을 맞는 것으로 할 

것인지 물음으로써 덧셈 및 곱셈의 원리를 통해 

학생들의 풀이를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

항을 제안하였다[그림 II-6].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MKT 측정 문항

들은 주로 교사가 적절한 교수방법을 선택하는지,

학생들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체로 선택형으로 문항으로 교사들

이 선택한 답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답을 선택

하게 되었는지 혹은 선택한 교수방법을 이용하

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심층적인 내용은 알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반영하여 수학교사의 MKT 측정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시도하며 그 개발 과정에

서 예비교사의 MKT 지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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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


을 설명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문항

(Izsák, Jacobson, de Araujo, & Orrill, 2012, p. 398)

[그림 II-4] 

÷


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

(Izsák, Jacobson, de Araujo, & Orrill, 2012, p. 414)

  

[그림 II-5] 두 자리 수 덧셈에서 오류를 

찾는 문항 (Ball, Hill, & Schilling, 2004,

p. 28)

  

    

[그림 II-6] 두 자리 수 곱셈에서 옳은 계산 

과정을 선택하는 문항

(Ball, Hill, & Bass, 2005, p. 43)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수학교사의 MKT 측정을 위

한 문항 개발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MKT 수준 

및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영역

에 대한 수학교사의 MKT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

사 도구를 개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도구, 대상, 절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검토를 통해 두 개 

이상의 MKT 구성요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영역 별 검사 도구를 직접 제작하였다. 제작한 

검사 도구는 수학교육학자 2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쳤으며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

시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모든 문항

은 교사의 생각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서

술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수

업 및 학습 상황을 가상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

한 교사의 판단과 지도 방안을 알아보는 형식으

로 전개하였다. 예비 검사에 포함된 내용 영역별 

문항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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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문항 수는 크게 총 10개이며 하위 문항

들이 포함하여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의 하위 

문항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항이지만 

상호 연결성이 있어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을 요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Ball

et al.(2008)이 제시한 MKT의 영역 중 SCK,

KCS, KCT와 연구자가 정의한 KCA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하위 문항이 없

는 단일 문항의 경우에도 이 같은 MKT 영역들

을 복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하

위 문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된 주제나 상황

에 대한 교사의 MKT를 영역별로 알아볼 수 있

는 질문들을 분리하여 구성함으로써 예비교사들

의 응답 과정과 연구자의 분석을 명료하게 하고

자 하였다. 문항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개발하였

으며 이 유형들을 영역별 문항 구성에 적절히 

교차 적용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

는 MKT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유형을 

적용하여 만든 문항이더라도 제시된 상황과 수

학적 개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개발된 문항 유형은 총 6가지이다. 총 10개의 

문항에 적용하였는데 두 번 이상 적용되거나 문

항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선수학습요소나 비슷한 개념에 대

한 설명 예시를 통해 필요한 설명 방법을 착안

하는 유형으로 전반적으로는 KCT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다. 학생들의 이해를 잘 도울 수 있

는 모델을 제시하여 모델이 갖는 한계점은 없는

지, 또한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

각해 봄으로써 실제 수업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

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을 제고할 수 있다. KCS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갖는 한계점이 무엇인지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문

항에 제시된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설명할 때 

방법을 어떻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하위 

질문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의 풀이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주기 위해 교사가 설명 방법

을 다양하게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Open-

ended questions(Sanchez, 2013)에서 착안하여 구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단원 및 소재
하위문항
개수

응답
형태

수와 연산
1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

서술형
2 지수, 차수, 유리수, 무리수, 제곱근 3

문자와 식
3 ≠  -

4 다항식의 나눗셈 -

함수
5 일차, 이차함수 2

선택 및 서술 
혼합형

6 여러 가지 그래프 5

서술형

기하 7 이등변 삼각형의 외각 2

확률과 통계 8 분산과 표준편차 -

복합

함수
기하

9 수직관계에 있다. 2

수와연산
기하

10      3

계 10 15

<표 III-1> 예비 검사의 내용 영역별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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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같은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풀

이 방법으로 풀고 문제를 바꿔서도 생각해 볼 

것을 권장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이 같은 과정

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풍부한 수학적 연결성과 표현을 활용하여 교사

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문제가 제시한 상황을 통해 학

생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는 KCS, 이를 수정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는 

교사의 다양한 설명 방식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 

영역은 KCT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다양한 용

어들에 대해 설명하는 유형이다. 학생들이 주로 

혼동하는 용어들을 함께 제시하거나 한자어로 

된 단어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어

려운 용어들을 묶어서 제시한 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이는 전형적인 내용

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이지만 단

편적으로 정의 자체를 알고 있는지(CCK)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용어의 정

의를 재차 강조하거나, 혼동하는 두 단어를 분류

할 수 있는 단순지식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설명

이 그친다면 이는 전문적 내용 지식인 SCK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은 용어 사용과 관

련한 수학사적 의미나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

미 등을 폭 넓게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

며 이 같은 내용을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SCK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KCS와 KCT를 측정하기 위

해 가능한 질문의 형태는 학생들이 이 같은 용

어들을 왜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에 제

시된 용어들 외에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 것들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예시를 들도록 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학생이 질문하는 상황에 따라 

제시된 하위 질문에 응답하는 유형이다. 하위 질

문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측정하

고자 하는 MKT 영역을 달리할 수 있다. SCK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상황에서 학습하고 있

는 수학 개념과 그에 따르는 학생의 질문 또는 

응답에 대한 수학적 판단과 근거를 바탕으로 설

명하도록 한다. 또한 KCT는 학생의 질문을 바탕

으로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시된 

개념을 학습할 때 대부분의 학생이 어려워하는 

이유나 어려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같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KCS와 KCT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제시된 내용을 가르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학과제(mathematical task)를 선

택하거나 직접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학과

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개념과 그에 

따라 선택하게 될 몇 가지 수학과제를 함께 제

시하게 되면 이미 어떤 학습 내용에 관한 것인

지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CCK는 알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학과제를 선택하거

나 구성하도록 하는 문항에서 SCK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Task에 해당하는 개념이 무엇

인지에 대한 정보를 따로 주지 않고, 몇 가지의 

Task를 주고, 이를 관찰하여 공통적인 속성이나 

이질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선택하는 과정을 요

구할 수 있다. 이후 수학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때 학습 내용과 지도 방법을 기

준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KCT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KCS를 측정하기 위해 수학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

지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서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학생

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수정

하는 유형으로 SCK, KCS, KCT, KCA를 모두 측

정하기 위한 유형이다. 제시된 평가 문항과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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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

을 학생들이 정확히 기술하였는지 여러 학생들

의 답안에 대해 실제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 채

점 기준이나 문항이 갖는 한계는 없는지 학생 

응답이 제대로 평가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SCK와 KCS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에서 요

구하는 답안의 수준을 이해하고 여러 학생들의 

답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있는지

를 알아본다. 즉, 교사는 학생에게 부여한 점수

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근거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

한 정도를 교사가 파악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

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설명방

법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적절

한 수업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평가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이 요구된다. 교사는 문제해결 과

정에서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나 학생

들에게 기대하는 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평가 문

항에 반영해야 하며 이미 만들어진 문항에 대해

서도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선별할 수 있어야 한

다. KCA를 측정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채점을 

위해 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없는지 문항

이 갖는 한계는 없는지 타당성을 서술하도록 하

였다. 총 6가지의 문항 유형과 그에 따른 MKT

의 측정 의도는 <표 III-2>와 같고, 내용 영역별 

문항 구성에 따른 MKT 측정 의도는 <표 III-3>

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개발의 과정에 관하여서는 몇 

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1

번 문항[그림 III-1]에서는 Izsák, Jacobson, de

Araujo & Orrill(2012)이 분수를 가르치기 위한 

수학적 지식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의 자료[그림 II-1]를 일부 적용한 것으로 수

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식을 알아보

기 위한 것이다. Izsák 외의 연구에서는 




× 





임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모형들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제시되었다. 중학교 수학의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

하는 분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학습하게 된다. 정수와 유리

수의 계산에서 단순히 분수의 곱셈과 부호의 곱

셈 규칙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수의 

곱셈 원리를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문항이다. 이에 따라, 제시된 모델이 

나타내는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여 비슷한 수들

로 구성된 새로운 연산이 나타내는 값과 그 의

미를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설

문 검사에는 출처 없이 그림만 제시하였다.

3번 문항[그림 III-2]은 대수 영역에 해당하며 

학생을 위한 Open-ended Task(Sanchez, 2013)를 

변형하여 만들었다. Open-ended Task는 교사에게 

유형 MKT

1
선수학습요소나 비슷한 개념에 대한 설명 예시를 통해 필요한 설명 방법
을 착안하는 유형

SCK, KCT

2
학생의 풀이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주기 위해 교사가 설
명 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유형

KCS, KCT

3 교과서에서 다루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는 유형 SCK, KCS, KCT

4 학생이 질문하는 상황에 따라 제시된 하위질문에 응답하는 유형 SCK, KCS, KCT

5
제시된 내용을 가르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과제(task)를 선택하거나 직접 
구성하도록 하는 유형

SCK, KCS, KCT, KCA

6
서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학생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유형

SCK, KCS, KCT, KCA

<표 III-2> 예비검사의 문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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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습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

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Sa-nchez, 2013). Sanchez는 곱셈 공식과 관련하

여 기존에 쓰이던 단편적인 문항인 “을 

전개하여라.”를 Open-ended Task로 변형하도록 

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그 예로는 을 전

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과 

≠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 학생들이 곱셈 공

식을 전개하는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지, 단순 암기를 통해 답을 내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학생들

이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주하는 

실수로, 두 이차식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선언하

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유를 학생들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학습을 촉

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3번 문항에서

는 Sanchez의 두 번째 예를 이용하여 교사가 다

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

로 변형하였다.

5번 문항[그림 III-3]의 경우 문진수ㆍ김구연

(2015)이 개발한 함수영역의 문항 중에서 연구자

의 동의를 얻어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문진수ㆍ

김구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검사에 응한 현직

교사들의 94.1%가 해당 문항에서 오답을 선택했

다. 문진수ㆍ김구연의 연구에서는 지수함수까지 

지문에 언급하여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제

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지수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대신에 답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묻는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7번 문항은 전형적으로 KCA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유형으로 서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학생

들의 응답을 토대로 채점기준을 논리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채점 기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기술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

수준에 관한 교사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검증을 거친 문항과 채점기준을 반

영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과정에서 찾은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Posamentier, Smith & Stepelman

(2010)은 이등변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를 이용하

여 꼭지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묻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종합적(Holistic) 채점 기준을 바탕으

로 학생들의 응답에 대해 직접 채점을 실시한 

것을 점수별 사례로 제시하였다. 모두 8명의 학

생들의 답안을 채점하여 부여한 점수에 대한 타

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고, 채점을 하는 과정에 모호하거나 어려운 점이 

문항번호 단원 및 소재 유형 SCK KCS KCT KCA

1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1 ○ ○

2
지수, 차수,

유리수, 무리수, 제곱근
3 ○ ○ ○

3 ≠  2 ○ ○

4 다항식의 나눗셈 4 ○ ○ ○

5 일차, 이차함수 3, 4 복합 ○ ○ ○

6 여러 가지 그래프 5 ○ ○ ○ ○

7 이등변 삼각형의 외각 6 ○ ○ ○ ○

8 분산과 표준편차 4 ○ ○ ○

9 수직관계에 있다. 5 ○ ○ ○ ○

10      4 ○ ○ ○

<표 III-3> 예비검사의 문항 별 유형과 MKT 측정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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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채점 기준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판단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III-1] 설문 검사지의 1번 문항

[그림 III-2] 설문 검사지의 3번 문항

9번 문항의 경우[그림 III-4], Sanchez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Open-ended Task의 예시

된 그림 자료를 설문 검사 시에는 출처를 삭제하고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Open- ended

Task의 경우에는 두 선분이 수직임을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이 문항에서는 

교사들에게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가능한 내

용들을 제시한 후 직접 문항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문항들은 수학교육학자 2인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2인의 자문과 검토를 통하여 의미가 

모호한 것을 수정하고 하위 문항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추가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질문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1차 수정을 거친 문항을

토대로 검사지를 구성하여 서울, 충청 지역에 속한

예비교사 5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예비교사 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위해 인터뷰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설문검사에 사용된 

문항과 동일한 순서로 하며 문항들의 질문과 함

께 제시된 모든 하위문항들을 삭제하고 그림 자

료 및 수업 상황에 대한 글들만을 제시하였다

(표 III-4 참조). 인터뷰에서는 제작한 질문 유형

들을 기본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응답을 바탕으

로 follow-up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그림 III-3] 설문 검사지의 5번 문항

[그림 III-4] 설문 검사지의 9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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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제작과 함께 개발된 채점 기준을 바탕으

로 설문검사와 인터뷰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분석 결과에 따라 문항과 채점기준을 2차로 

수정하였다. 설문검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응답이 부족하거나, 오답이 많은 

문항, 그리고 보다 자세한 응답을 통해 교사의 

지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1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응답

사례들을 설문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채점기준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2차 수정을 거친 

문항과 채점기준은 수학교육학자의 최종 자문과 

검토를 거쳐 3차 수정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수

학교사의 MKT 측정을 위한 최종 검사 도구로 

확정하였다.

2. 연구 대상

검사 대상은 중등 예비 수학교사들로 진행하

였으며 서울, 충청지역에 속한 총 8개 대학의 교

육대학원과 학부 교직과정(3, 4학년)에 재학 중

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다. 교육대학원생들은 대

부분 사범대학이 아닌 수학과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었다. 총 53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총 53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여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총 54명이다. 검사

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는 연구의 안내문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 참여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

하였다. 또한 연구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 대상

자의 응답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서울 및 충청 지역의 교육대학원과 학부의 교

직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및 졸업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예비교

사 1인에게 검사지를 전달하여 주변의 예비교사

들에게 응답을 부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5부의 설문 검사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검사지의 문항들은 응답을 서술하는 형

태로 문항 당 5-10분씩 총 60분가량의 소요시간

을 예상하였다. 설문 검사지는 이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참여 동의서를 각 검사지 첫 페이지에 

포함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보관용과 연구자 보

관용 각 1부를 준비하여 검사에 응한 예비교사

의 검사지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연구자의 약속 

사항을 명시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위하여 감사를 표하고자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

문
항

질문지

3

(1) 제시된 내용은 무엇을 학습할 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2) 그림에서 제시된 문제와 같은 유형을 활용
하십니까?

(3) 언제 활용하십니까?

(4) 어떤 이유로 활용하십니까?

(5)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6) 학생의 풀이가 맞습니까? 틀리다면 그 이
유를 설명해주세요.

(7) 학생이 왜 이 같은 풀이를 적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8) 그렇다면 학생이 잘못된 풀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9)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
습니까?

(10) 첫 번째 설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1)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12) 앞서 제시하신 설명과의 차이점은 무엇
입니까?

(13) 선생님께서 보통 쓰시는 설명방법은 무
엇입니까?

(14) 이 같이 다양한 설명방법을 활용하는 것
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표 III-4> 3번 문항에 대한 인터뷰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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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따라 45부 중 30부의 설문 응답지

가 회수되었으며 먼저 회수된 30부의 설문 검사

지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의 수가 부족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5개의 문항에 대하여 23부의 

설문 검사지를 추가로 배부하였다. 추가로 배부

한 23부의 설문검사지에 5번 문항을 포함하였는

데 이 문항은 문진수ㆍ김구연(2015)의 연구에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문

항에 대한 오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이다.

그러나 먼저 실시된 30부의 설문 검사지에서 지

수함수를 삭제하고 제시한 문제에서 역시 잘못

된 응답을 하는 비율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지수함수에 관한 언급의 유무에 따라 

MKT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

사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한 23부의 설문검사에

서는 문진수ㆍ김구연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

다. 이를 제외한 4개의 문항은 기존의 문항과 같

았으며 23부의 설문검사지를 회수하였다. 이에 

배부된 69부의 검사지 중 총 53부의 설문 검사

지를 회수하였고 이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서울 지역의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예비교사 1

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1회에 

150분가량씩,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

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검사지에 제시된 것과 같

은 형태의 연구 설명문과 참여 동의서를 제공하

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내용과 인터뷰 대상

자의 응답 처리에 대한 연구자의 주의사항을 다

시 한 번 설명하였다. 인터뷰는 모두 녹음하였으

며 추후에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인터뷰 과정

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기

록한 기록물과 인터뷰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연

구자가 기록한 내용도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

문 검사지는 문항과 함께 개발된 채점기준에 따

라 0에서 3수준으로 총 4단계의 수준으로 분류

하였다. 자료 분석과 코딩에는 모두 Excel을 사

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 목록에 의한 코딩 

방법(Miles & Humerman, 1984, 김영천, 2010에서 

재인용)과 개방적 코딩(open coding) 방법을 사용

하였다. 1차적으로는 사전 목록에 의한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문항 별로 설문 검사 자료를 수집

하기 이전에 채점기준을 개발하여 코딩 목록을  

작성하였다. 채점기준은 정답과 예시답안을 포함

하고 있으며 0에서 3수준으로 나누어 총 4개의 

범주로 점수화하였고 이에 따라 3점이 곧 해당 

문항의 만점으로 환산된다. 하위 문항이 있는 문

항들 중 각 문항의 응답이 다음의 하위 문항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단일 문항과 마

찬가지로 총체적 채점 방식을 적용하여 0수준에

서 3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하위 문항에 

대한 응답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항들

의 경우 문항의 만점을 10점으로 하여 각 하위 

문항의 배점을 합산한 총점으로 다시 수준을 분

류하였다. 이에 따라 0점은 0수준, 1점에서 4점

까지 1수준, 5점에서 7점까지 2수준, 8점에서 10

점까지 3수준에 해당된다.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채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 사례가 발견되

는 경우 채점기준의 일부를 수정하여 새로운 코

드를 생성하였으며 이렇게 분류한 수준을 합산

하여 검사지의 총점을 산출하였고 검사지 총점

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별 MKT 수

준과 그 분포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총점이 산출된 응답지의 문항은 

MKT 영역별로 분류하여 수준별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MKT 영역별로 분류한 각 응답에 대

한 질적 분석을 통해 MKT 수준과 응답 간에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MKT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패턴을 찾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방적

코딩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채점기준을 바탕으로 

코딩 결과와는 별개로 설문 검사지와 인터뷰 녹취

록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들을 코드화하여 분류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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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이 연구는 중등 수학 교사들의 MKT를 측정하

기 위한 문항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MKT 수준 및 특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

이다.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 영역을 바탕

으로 한 MKT 문항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총 

54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각 문항별로 개발된 채점기준에 따

라 문항 별 점수를 수준으로 분류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검사지 총점에 대한 빈도분석으로 

예비교사들의 문항 별 MKT 수준과 분포를 파악

하였다. 이를 다시 MKT 영역 별로 분류하여 수

준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뒤 질적 분석을 통해 

MKT 수준과 응답 경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1. 참여 예비교사의 배경 

설문검사에 응한 총 53명의 연구 참여자는 서

울 지역의 교원 양성기관 6곳과 충청 지역의 교

원 양성기관 1곳에 속한 중등 예비교사들이며 

그에 해당하는 인원 분포는 [그림 IV-1]과 같다.

인터뷰에 응한 예비교사 1인은 서울 지역의 교

육대학원 졸업생이다. 참여 예비교사들의 배경적 

특성을 보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주를 이루며 

2학기부터 5학기에 해당하는 예비교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연령분포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

은 약 6:4 정도이다. 교직 경력이 있는 연구 참

여자의 경우 3.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원 양성 기관의 졸업에 요구되는 요건인 교육

봉사는 60시간 이상을 실시한 예비교사들이 가

장 많고, 그 이상 및 이하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

포를 띠고 있다. 또한 교직 이수 및 교육대학원

의 졸업 요건 중 하나인 교육 실습 경험 역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1개월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과외 및 학원 강사 경력은 5년 이상이 가 

장 많았다.

[그림 IV-1] 교원 양성기관 별 설문 검사 

참여 인원 분포 

2. 예비교사의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MKT]

검사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0에서 3수준으로 환산하였으므

로 만점은 30점이다. 총점 분석에는 10문항에 해

당하는 응답이 모두 완료된 30부의 응답지를 활

용하였고, 23부의 응답지는 질적 분석을 위한 자

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30명의 예비교사들

의 응답지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 점수는 30점 

만점에서 9.07점이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면 약 30.23점에 해당한다<표 IV-1>. 설문 검

사지와 인터뷰의 응답을 토대로 MKT 영역 별로 

그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예비교사의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SCK]와 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KCT]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SCK)과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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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KCT)을 알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교사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를 알고 원

리를 나타내는 모델을 구성하여 설명할 수 있어 

한다.

항목 점수 빈도 (명) 백분율 (%)

점수별 
빈도

0 1 3.33

5 1 3.33

6 3 10.00

7 3 10.00

8 3 10.00

9 5 16.67

10 4 13.33

11 1 3.33

12 2 6.67

13 5 16.67

14 1 3.33

합 계 30 100.00

<표 IV-1> 설문 검사지 점수별 빈도와 백분율

문제에 제시된 

× 





을 설명하는 모델

을 참고하여 

÷ 


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전체 설문 검사 문항 중 

응답률 및 정답률이 가장 낮았으며 0수준에 해

당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88.7%). 3수준은 곱

셈을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

눗셈의 정의를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하는 모델

을 수직선 및 넓이 모델 등으로 정확하게 제시

하고 그에 따르는 설명 방법을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3수준에 해당하는 응답 사례는 발견

하지 못하였다. 2수준(3.8%)은 나눗셈의 의미를 

이용하여 모델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

나 단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이다. 구체적

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연산의 절차

를 강조하지 않고 나누는 양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사례가 1수준(7.6%)에 해당한다. 그 밖에 

무응답과 곱하기 

의 의미를 나누기 


의 의

미로 인식하여 설명한 경우나 제시된 모델을 그

대로 가져다 쓴 경우 등은 0수준에 해당한다. 0

수준은 학생들에게 제시할 과제의 계획 또는 단

순한 절차만을 피상적÷ 

으로 나타낸 경우이

다. 예를 들어 ‘상황을 제시하여 지도하겠다.’는 

피상적인 형태의 문장이나 ‘은 곧 ×가 된다.’

고 기술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제

시할 상황들이나 ×가 되는 과정에 대해 수학

적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기술하거나, 나눗셈과 

곱셈에 해당하는 연산을 의미 없이 반복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또는 ÷ 

을 4등분

으로 표현하거나 4등분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 

등이다.

나. 예비교사의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SCK], Knowledge of Content & Students

[KCS], Knowledge of Content & Teaching

[KCT]

학습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학습자, 교

수방법에 대한 지식인 SCK와 KCS, KCT를 복합

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은 2번, 4번, 5번, 8번, 10

번이다. 0수준과 1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 역시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의 원리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

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교수 방법을 도입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생들이 주로 혼동하는 수학 용어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설명방법을 도입할 것인지

를 묻는 문항에서는 제시된 예시들 외에도 수와 

연산을 학습하면서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들어 지도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용어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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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용어가 한

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정의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다수의 예비교사들은 학습

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답

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용어를 설명하는 방

법에서도 용어의 뜻만을 되짚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에 제시된 용어들 외에 수와 

연산에 해당하는 용어들 중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하위 문항에서는 절댓값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응

답하였으며 제수와 피제수, 계수와 상수 등도 언

급되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 역시 정의

를 기술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었다. 이 문항에

서 1수준에 해당하는 예비교사들이 66.04%로 가

장 많았는데 설명 방법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피상적으로 기술한 경우이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적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

하도록 하는 문항은 나눗셈 구조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몫과 나머지, 차수에 대한 설명

을 하는 3수준에 해당하는 응답 사례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2수준(23.3%)은 나눗셈의 원리에 

따라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몫과 나머지의 차수에 대한 설명이 미

흡한 경우이다. 나누는 수를 단위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나눗셈의 절차를 강조하는 설명은 

과정을 세세히 설명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

는다. 1수준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세로로 셈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한 결과만을 제시하거나 구체

적인 설명 없이 숫자의 나눗셈과 연관 지어 설

명한다는 선언만을 하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응답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73.3%).

함수의 이름과 변화율 간의 관계를 교사들이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관하여서는 

약 66%에 해당하는 예비교사들이 잘못된 응답을 

선택하여 그 근거를 설명하려고 했으며 옳은 응

답을 선택한 경우에도 왜 그런 것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0 수준). 이 문항은 2개의 하

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문항 (1)에서

는 함수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고, 이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하위 문항 (1)

에서 선택한 답은 하위 문항 (2)의 응답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점 기준을 하나로 개발하였다. 예비 검사에서 

나타난 다수의 응답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일차함수, 이차함수와 같이 명명하는 이유를 함

수가 나타내고 있는 식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

기 쉽지만 함수식은 변량 간의 관계와 변화율로 

결정된다(Cooney, Beckmann & Lloyd, 2010;

Lloyd, Herbel-Eisenmann & Star, 2011). 즉, 함수

의 종류와 변화율에 대한 설명은 학년에 관계없

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도입되어

야 한다. 이 문항은 교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파

악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함수의 변화율에 관련한 설

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높은 빈

도로 나타난 응답은 함수의 식을 보고 결정한다

는 선택지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으로 제시된 설명 방식은 최고

차항의 계수나 차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언

급한 것이었는데, 응답자 수 총 53명 중 14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문진수

ㆍ김구연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대

다수의 교사들이 일차함수의 정의와 일차함수식

이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

고차항의 계수, 식의 모양으로 함수의 이름을 인

식하는 것과 관련된 응답 가운데 질문한 학생의 

수준과 지도 방법의 장점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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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방법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들도 있었다.

예비교사 : ‘3차식 4차식의 최고차항일 때를 그

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

어본 거로 봐서는 얘가 2차함수를 

배울 때 질문인 것 같은데 굳이 추

후에 나오는 좀 다양한 더 지수함수

나 로그함수 등을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답을 해주기보다는 

이 학습을 한 후에 고차함수나 그런 

것들을 다룰 때 까지만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해줘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1차 함

수, 2차 함수, 고차함수 등등을 생각

을 한다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

수대로 명칭을 붙여야 한다.’라고 대

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례에서 세 명의 예비교사는 모두 함수식

이 함수의 이름을 결정한다고 답하였으며 함수

의 변화율로 함수의 이름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유로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견은 학생의 질문으

로 보아 변화율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

라는 것이었다.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수학 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수학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의 내용이 아니거나 개념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 단순한 내용만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또한 예비교사

들은 학생이 직접 탐구하고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설명이 된다고 하였으나 

다음의 예비교사는 함수식을 보고 함수를 분류

하는 지도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비교사 : 성준이가 지금 궁금해 하는 일차함

수, 이차함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는 장 선생님의 답변이 가장 접근을 

잘한 것 같고요. 하지만 모든 우리

가 앞으로 배워야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을 해줄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 문항은 분산과 표준편차를 각각 도입하는 

이유를 교사가 알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문항이다. 용어의 정의나 수식을 되풀이

하는 설명방식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분산과 

표준편차가 확률 통계에서 갖는 의미를 학생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나 수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준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운 것이라

는 수식을 반복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피상

적으로 값의 흩어진 정도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

았다.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표현한 경우

도 발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단위가 

무엇인지 그 단위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

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드러나지 않아 궁

극적으로는 편차와 표준편차를 따로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학생의 응답에는 유의미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83.3%의 

예비교사들이 0수준에 해당하였고 무응답이 가

장 많은 문항이었다.

다. 예비교사의 SCK, KCS, KCT, KCA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모

든 영역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MKT 문항의 마지

막 유형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SCK)을 바탕으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KCS)

교수방법을 계획(KCT)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진단할 수 

있는지(KCA)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 문항에

서 역시 0수준에서 1수준에 해당하는 예비교사

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명확한 기준과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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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평가문항을 제작하지 못하고 과정

상의 논리적 설명이 미흡함을 나타낸다. 예비교

사들이 구성한 평가 문항과 수학과제들은 대체

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들로 간단한 공식에 

대입하거나 답을 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에서 평가 및 과제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유의

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없는 형태들이

었다.

6번 문항은 총 8개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학

과제나 평가 문항을 만들어 학습 목표와 지도 

시 유의사항 등을 교사가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검사 문항 가운데 하위문항이 가장 많

으며 단계적으로 응답해야하는 내용이 많았으나,

학습지도안이나 수행 평가와 같이 교사가 직접 

활동을 계획해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항을 풀어나

가는 데에 있어서 단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하위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일관성이 있고 실제 수업에서 구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상세하게 나타낸 계획성 

있는 응답이라면 3수준에 해당하며 2수준은 모

두 응답을 하였지만 각 응답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지 않거나 교사가 문항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

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활동이나 문항들

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성취수준을 

불분명하게 제시한 경우이다. 1수준은 활동에 대

한 계획은 있으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

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의도가 분명하

게 드러나지 않은 응답이 해당되며 무응답이나 

모두 연결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한 경우 0수준

에 해당한다. 다수의 예비교사들은 ‘~하겠다.’는 

형태의 계획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형태로만 활

동과 구성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의사소통을 신

장시킨다, 추론 능력을 강화한다.’ 등과 같이 의

미가 불분명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1수준에 

해당하였다(70%). 2수준(10%)에 해당하는 응답에

서도 간단한 문장으로 서술된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제시된 그래프를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는 함수 형태와 연결하여 활동을 구성하

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9번 문항의 경우 2개의 하위 문항을 포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의 하위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단답형을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 하위 문항과 통합하여 수준을 분류하는 채

점기준을 마련하여서 분석에 적용하였다. 좌표평

면 상에 나타난 두 선분과 그 중점이 그려진 그

림 자료를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원 및 

학습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평

가문항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평가 문

항을 통해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학생의 풀이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61.9%의 예비교사들이 중점, 교점, 내분점, 대칭

점과 같은 소재에서 활용하겠다고 답하여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평가 문항

을 구성하였지만 기존의 교과서에서 개념학습을 

한 직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단순 계산 

문제나 연습 문제와 같은 유형을 답습하고 있었

으며 학습자나 교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항들은 아니었다. 이 문항은 하위문항 

(1)에서 제시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지와 학습자의 인지적 노력수준

(cognitive demand)을 얼마나 요하는 문제로 구성

하였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3수준은 활용 단

원과 평가 문항, 평가 기준을 유기적으로 잘 구

성하여 제시하여 제작한 평가 문항이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도움을 주는 높은 수준의 과제로 

구성한 것으로 6.7%의 예비교사들의 응답만이 

해당되었다. 2수준은 단원과 평가 기준이 미흡하

지만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과제를 정확히 구성

하였거나 모두 연결성 있는 요소로 제시하였지

만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시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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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로 나타났다. 단원과 평가 기준이 미흡한 

가운데 과제가 낮은 수준이거나 제시한 모든 요

소들이 연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낮은 수준의 

과제를 구성한 1수준으로 66%가 해당되었다. 마

지막으로 0수준에는 평가 문항을 전혀 제작하지 

못하였거나 활용 단원이나 근거 없이 낮은 수준

의 과제만을 제시한 경우와 무응답이 해당한다.

이 문항에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낮은 수준

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예비교사의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특징

문항 개발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설문 검사 결

과와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MKT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예비교사들의 설문 검사 및 인터뷰 과정에

서 올바른 응답을 한 경우, 대체로 비슷한 형태

의 답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정보와 크게 일치하였다. 이는 특히 3번

문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응답 경향이며 대

체로 0수준에서 3수준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

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응답의 패턴이 매우 똑같

거나 단순한 공식을 제시하는 선에 그치는 응답

이 다수인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수준에 

해당하는 응답들의 경우, 설명방법을 제시한 순

서만 다를 뿐 완벽히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

었는데 그 설명 방법은 대수타일을 이용한 방법

과 분배법칙, 그리고 임의의 숫자를 대입하여 

과   값이 같지 않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3번 문항처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그대

로 따르는 것과 비슷한 사례는 1번 문항의 응답

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는 2009 교육

과정에서 유리수의 나눗셈을 역수의 곱으로 설

명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 군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학습 

내용과 성취 기준에서 이 같은 유리수의 연산과 

관련된 내용은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

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p. 27).”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로 볼 수 있는데 교사용 지도서는 해

당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하지 않는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을 고려하여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을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곱셈은 

물론 나눗셈의 원리와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으

며 주요 학습 내용 외 교과서의 여백에서 역수

의 계산에 해당하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었다. 계

산의 절차를 강조하는 특성은 양의 유리수와 음

의 유리수가 혼합된 계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

는데 음의 부호가 포함된 계산에서도 일련의 규

칙처럼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번 문항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중점, 내분

점, 교점, 일차방정식과 같은 단원의 일관적인 

관찰 결과를 제시하였고 평가 문항 역시 교과서

에 제시된 단순 예시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제

작하였다. 예비교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의 제시된 문항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과제

들과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과제들의 수준을 변

형하여 제작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들의 결

과와 유사한 것으로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은 낮

은 수준에 해당하는 수학 과제들을 높은 수준의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과제로의 변

형을 어려워하였다(김대영ㆍ김구연, 2014; 이혜

림ㆍ김구연, 2013).

두 번째로는 어떤 MKT 영역에 대한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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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CK로 두드러지는 응답 형태를 보였다. 이는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내용지식으로 피상적

인 설명에 그치는 현상으로부터 관찰된 사실이

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의 설문 검사 결과와 인

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 

3번의 경우,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여 KCT

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문항이었으나,

예비교사들의 응답 경향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설명을 하기 보다는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표현과 자료를 통한 지도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모델을 제시

하거나 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

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대체적인 언어 표현과 문장이 매끄

럽지 못하고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지는 서술 형

태를 띠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설문 검사를 수

항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어려움을 감수하

고 가능한 한 교사들의 지식을 심층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서술형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술보다는 약술 약술보다는 단답식의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교수 방법

이나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

항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관한 지식인 용어나 

정의를 설명하는 문항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예

비교사의 MKT를 설명하는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나타낸 MKT 특성과 각 문

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예

비교사들은 MKT를 고루 갖추고 있지 못함을 추

정할 수 있다. 검사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지

식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교수 활동에 기

초가 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가르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가 많았고 교수 방법과 내용을 접목한 지식

인 KCT는 현장에서 항상 필요한 지식임에도 불

구하고 SCK를 바탕으로 한 원리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더불어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다른 

MKT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교사들의 MKT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시

도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연구로, 개발된 MKT

문항을 예비교사들에게 적용하여 MKT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응답 

경향으로 보았을 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 방법과 절차 등을 거의 비슷하게 제시하였

다. 이는 교사의 지식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의 교육과정 도서(curriculum materials)가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김민

혁, 2013; Grouws, Tarr, Chavez, Sears & Taylan,

2013) 교과서가 제시하는 수학과제의 수준을 학

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는 높은 수준의 과

제로 동일시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김대영ㆍ

김구연, 2014). 교과서에 포함된 수학과제들은 대

체로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의미 없이 적용하는 

절차적 계산을 강조하며(권지현ㆍ김구연, 2013;

김미희ㆍ김구연, 2013; 홍창준ㆍ김구연, 2012) 이

러한 경험이 예비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투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과정 도서가 교사의 학습 도구로써 고차원

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

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문항 개발 과정에 있어 이러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의의 MKT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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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MKT의 평가 기

준과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수 있

다. 이 때, 문항의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 교사의 지식을 어디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개발 체제 및 결과 활용의 다

양한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발된 문항을 바

탕으로 연구 대상을 달리 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단위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예비교사

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

하다. 또는 학교 급을 구분하여 비교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는데, 연구 대상자가 해당 년도에 가

르치고 있는 학년에 따라 응답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역시 좋은 연구 문제가 될 수 있

으므로 가르치는 학년과 관계없이 검사를 진행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연구에

서 개발된 문항의 검사 내용은 중학교 수준이나,

이후 고등학교에서 학습할 내용들의 기초가 되

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의 교사를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개발 문항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 MKT 구성 요소를 단일하게 측정할 것인

가, 복합적으로 측정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문항

을 개발할 수 있고,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모든 문항에 대해 MKT를 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Ball, Hill, & Schilling

(2004)과 Ball, Hill & Bass(2005)가 제시한 문항

은 초등 교사의 MKT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으

며 MKT 영역은 단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러나 

수학교사가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지식은 

가르칠 내용에 대한 지식(CCK, SCK)과 같이 단 

한 가지의 MKT로만은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각 MKT 영역이 수학교사의 교수 활동에 

상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며 측정을 위해서는 MKT 영역을 복합적으로 구

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또한 앞서 조사된 예비교사의 MKT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준을 나누어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수준을 분류하여 점수

로 환산한 것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응답 형

태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며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로 측정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교원 양성 및 교사 연

수 프로그램의 구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문항들

은 모두 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에 

초점을 둔 것이며 단순히 읽고 외워야 하는 요

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여 그 결과를 적

용하는 것이므로 학교 현장과 긴밀한 연관을 갖

는 내용들이다. 측정의 목적과 그 결과는 교사들

이 형성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가치판단이 목적

이 아니며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를 규명하여 교사 개인의 의식 제고는 물론 교

사를 위한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둘러싼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어

야 한다. 예비교사의 응답이 교과서나 교사용 지

도서 등과 같은 교육과정 도서(Curriculum

materials)가 제시하는 정보와 크게 일치하는 연

구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교육과정 도서는 

수학 과제를 선별하는 데에 가장 접근성이 큰 

도구이자 교사의 학습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사의 학습과 지식 신장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 도서를 개발해야 함은 물론 교육과정을 구

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수학교사로서 꼭 가져야 할 지식인 

MKT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것

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구현되는 수학 수업과 학

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방안들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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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and Analyzing Prospective Secondary

Teachers’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MKT]

Jeon, Mihy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Kim, Gooyeo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preservice secondary

mathematics teachers’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MKT]. In order to measure preservice

teachers’ MKT, we developed items according to

Ball, Thames & Phelps (2008)’s domains and

conducted to 53 preservice teachers. Also, we

interviewed 1 preservice teacher with the items and

a set of interview questions. The findings from the

data analysis suggested as follows: a) overall, the

preservice teachers scored average 30.2 out of 100;

b) the preservice teachers appeared to be unable to

explain students’difficulties in learning a specific

mathematical idea and how they would respond to

and resolve such difficulties.

* Key Words :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MKT], teacher knowledge(교사 지식),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예비수학교사), measuring MKT (MKT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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