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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예비 화학교사가 개별적으로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
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8명의 예비 화학교사가 기체 법칙에 대
한 6개의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발성 사고 과정과 개별 심층 면담 전사본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은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문항
제작 계획 단계의 체계성 부족, 수업과 평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 부족, 문항 유형 결정 기준의 다양성, 문항의 행동 영역과 난이도 판별
곤란, 교사용 지도서 활용의 제한성과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오해, 검토 관점
과 내용의 제한성 및 검토 시기에 따른 차이점 등의 6가지 특징을 보였다. 이
는 예비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 발성 사고법, 중등 예비 화학교사
학 번: 2016-2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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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평가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분류하는데 필요한 정
보 수집의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학생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진보를 관리하며
교수·학습에 대한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McMillan,
2014). 이처럼 평가는 교수 전략이나 학급 운영 등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천적 과정 변인으로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수업의 질 개선
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김신영, 2002), 이는 과학 학습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과학 학습의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 및 학습에
서의 다양한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교수 목표와 수업 계획, 수업 운영,
평가 방법 등의 적절성을 평가함은 물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권재술
등, 2012; Atjonen, 2014; McMillan, 2014). 따라서 교사에게는 교수 목표에 부
합하는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 방법이나 도구를 선정 및 개발하여 평가와 채점을 실시한 후 성적을 부
여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 및 해석하여 교수·학습 개선, 학생과 학부모 및 유
관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김경희
등, 2012; 남명호 등, 2006; Abell & Siegel, 2011; Brookhart, 2011). 예를 들
어, 교사는 평가의 실시 시기 및 유형에 따른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고, 학생들
의 특성과 수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도구를 선택
및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필평가의 경우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난
이도, 변별도 등에 대한 이해와 문항 유형별 제작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평
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명확한 채점 기준을 수립하여 채점하되,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채점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평
가의 목적 및 내용에 기초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학생이나 교수 및
학습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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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학습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김경희 등, 2012; 남명호 등, 2006). 이와 같은 교사의 평가 전
문성은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로서 다른 전문성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므로(조희영과 고영자, 2008; Black et al., 2004; Hashweh, 2005;
Magnusson et al., 1999; Park & Oliver, 2008), 교사의 전문성을 발달시켜 성
공적인 교수·학습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교사들이 평가 방법과 도구들을
적절하게 선택 및 개발하거나, 평가 결과를 타당하게 분석 및 해석하거나, 평
가 결과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교
수·학습 및 평가 전략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강훈식과 강석진, 2015; 민희정, 2012; 이인제 등, 2004). 또한 과
학 교사들의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평가 목적과 방법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노태희 등, 2015). 따라서 교사의 평가 전문
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
고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취평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고려할 때, 그 의미와 파급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개선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한 실천적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생교육의 관점에
서 볼 때 이러한 능력과 의지는 교사교육이 시작되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부터 교직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되므로, 예비교사 교육과정
에서부터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조경원, 2004). 또한 현직교사 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대상의 제
약이 적고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한 예비교사 교육과정의 질적 변화를 우선적
으로 도모하고 이를 교사 연수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
이다. 따라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비교사 교육과정
에서부터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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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이 실천적 지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제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평가 실행 상황에서 평가 전문성의 발
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민희정, 2012; Sato et al., 200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교사 교육과정이나 각종 교사 연수 과정에서 평
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전문성 강좌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 부족한 실
정이므로(김영민 등, 2010; 송신철 등, 2014), 현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비 과학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수준
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비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 전문성 요소 중 평가 도
구의 제작 능력은 평가 전문성 수준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김경
희 등, 2012; 남명호 등, 2006), 예비교사들이 평가 도구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인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이는 특징적
인 측면과 평가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 등을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유의
미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평가 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주로 초, 중등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면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평가의 실태 및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고민석 등, 2013; 김호진 등,
2000; 노태희 등, 2015; 박현주, 2016; 신정윤 등, 2016; 장수미와 김재영, 2002;
정은영과 최원호, 2014), 과학과 행동 영역이나 수행평가 방법 등과 같은 특정
평가 요소나 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김경미와 김성원, 2002; 김성원과
현미숙, 2005; 박현주 등, 2011), 평가관(노태희 등, 2009) 및 평가 전문성에 대
한 인식(강훈식과 강석진, 2015)을 조사하거나, 수행평가 시 나타나는 채점자
간 불일치 유형을 분석(김형준과 유준희, 2012)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교사가 제작한 서술형 평가 문항의 행동영역 내용 타당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최정인과 백성혜, 2016), Klopfer의 교육 목
표 분류 체계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과 지필평가 문항을 분석하거나(양일호
등, 2008),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문항을 제작 및 실행하는 과정을 교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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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조사
하기도 하였다(민희정, 2012; Falk, 2012).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현직 과학 교사와 수행평가에 치중되어 있으
며, 예비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예비교사의 형성평가를 위한 선다형 물리 개념 검사 문항
의 제작 수준을 조사하는 연구(최현숙과 김중복, 2013)가 진행된 바 있으나,
예비교사가 제작한 선다형 문항에 대하여 결과물로서 선다형 문항의 완성도
및 수준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예비 과학 교사들이
지필평가 문항을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
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필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평가 중 가
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학생들의 과학 지식 측정뿐 아니라 탐구 활동 과정에
대해서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많은 인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이인제 등, 2004; Marzano, 2006).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필평가는 학교 현
장에서 수행평가와 더불어 유용한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행평가보다 지필평가의 활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정
은영과 최원호, 2014). 따라서 지필평가와 관련된 예비 과학 교사들의 전문성
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발성 사고법(think-aloud method)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면서 머릿속
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과제
해결 과정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 과제 해결의 실패 원인 등에 대하여 의
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erguson et al., 2012;
Schellings & Broekkamp, 2011). 따라서 발성 사고법은 예비 과학 교사들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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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 화학교사가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발성사고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등 예비 화학교사의 발성사고 자료와 반구조화된 면담 자료를 바탕으
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지필평가 문항 제작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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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진다.
1) 이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 중
인 중등 예비 화학교사 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의 해석
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나 예비교사의 교수·학습관, 교수·학습 관련 경험 등 개
인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비교사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한
계가 있다.
2)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
학 1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서 기체 법칙에 관한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였다. 단원 내용과 평가 대상 학생의 특성이 평가문항 제작 시 예비교
사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등 화학 교과
전체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발성사고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발성사고법은 특정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하므로, 연구 참여자의
과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Ferguson et al.,
2012; Schellings & Broekkamp, 2011). 하지만 발성사고법 자체가 연구 참여
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고, 과제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자동화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발화로 드러나지 않거나, 인지적․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발화
되지 못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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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지필평가(written test, 또는 paper-and-pencil test)
지필평가는 지면이나 컴퓨터를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한 응답 내용을
평가하여 학생의 지식이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문항 유형에 따라
크게 선택형(selected-response format) 평가와 구성형(constructed-response
format) 평가로 분류된다. 선택형 평가는 각 문항별로 하나의 정답 또는
최선의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식(objective)’이라고도 불리며 이에
해당되는 문항 유형으로 선다형, 진위형, 연계형 등이 있다. 구성형 평가는
‘주관식(subjective)’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문항 유형으로 완성형, 단답형, 서술
또는 논술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McMillan, 2014).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에
대해 각각 ‘선택형’과 ‘서답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발성사고법(think-aloud method)
발성 사고법(think-aloud method)은 특정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과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erguson
et al., 2012; Schellings & Broekkamp, 2011). 이는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사고를 돕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Charters, 2003),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지필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3)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교과교육학지식, 교수학적 내용지식 등으로도 불리는 교수내용지식(PCK)은
Shulman(1986, 1987)의 논의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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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육과정, 학생, 평가, 교수 전략 등 교수·학습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 지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PCK는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의 합성체로서 교사가 갖추어야할 전문성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청환, 2003).
4)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assessment literacy)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은 ‘학생의 학습과 성취에 관한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김신영, 2007)’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전문성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한 내용 측면과 평가 계획 및
준비, 평가 시행, 결과 분석 처리, 결과 보고 및 활용하기 등 수행 측면으로
분류되는데(이인제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지필평가문항 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 측면이 중심이 되는 평가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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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많다.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교육 정책 수립에 앞서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1.1 교사의 전문성
과학자와 비교하여 과학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일까? 중등
교사가 초등학생의 교과학습을 지도할 때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요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다. Shulman(1986, 1987)이 도입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는 이러한 논의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내용지식이라고도 불리는 PCK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교육과정, 학생, 평가, 교수 전략 등 교수·학습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 지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PCK는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 지식의 합성체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핵심요소이며(임청환, 2003),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이 교사가 소유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전문 지식이다(Barnett & Hodson, 2001).
교사 전문성 요소인 PCK의 개념과 세부 요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Shulman(1986, 1987)의 논의에서는 교과내용지식과 교육학 지식의 통합을
PCK으로 정의했지만 이후 연구에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과 학습의 환경적 상
황 또는 맥락에 대한 지식 또한 PCK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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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 et al., 1993; Nilsson, 2008; Van Driel et al., 1998). 그리고 이후
PCK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가지 방
향으로 분화되어 발달되었다. 그중 한 가지는 Magnusson 등(1999)이 주장한
것으로 교과 내용 지식이 과학 교수에 대한 지향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
습자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 등과 함께 PCK
의 구성 요소로 전환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으로는 교과 내용 지식을
PCK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있다. 또한 PCK를 하나의 지식 체계
로 보고 교사의 지식 및 전문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PCK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및 통합의 정도를 조사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양찬호와 강훈식,
2013; 윤혜경, 2012; Aydin & Boz, 2013; Aydin et al., 2015).
PCK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성혜(2003)가 과학교사의 PCK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PCK의 구인을 교수법에 관한 지식, 내용 표현의
지식, 내용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
한 지식, 환경 상황에 관한 지식 등 7개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조희
형과 고영자(2008)는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교과 내용, 교육과정, 학습, 교수
전략, 상황, 교육 목적, 평가 등을 PCK의 구성 요소로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가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교사 전문성 요소인 PCK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필평가
문항 제작 능력 개발을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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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학생 평가와 교사 전문성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평가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분류하는데 필요한 정
보 수집의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학생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진보를 관리하며
교수·학습에 대한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McMillan,
2014).
이러한 평가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전통적 관점의 평가
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평가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Assessment of Learning)’라고 한다면, 근래에 이르러 중요성이 강조되는 평
가관은 학생과 수업을 위한 평가를 의미하는 ‘학습을 돕기 위한 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와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가 있다.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는 수업과 평가를 별개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으로,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를 중심에 놓고 수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평가는 수업 종료 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이라고 본다.
반면 학습을 돕기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와 학습 과정으로서
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는 수업과 평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수업과
융합된 활동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수업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함
으로써 교사들에게 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수업을 교정할 기회를 주고, 학생들
에게는 학습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자기 학습에 대한 점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cMillan, 2014).
이러한 평가관은 평가 실시 목적에 따라 각각 적합성과 유용성을 가지며
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즉, ‘학습 결과에 대한 평
가’의 관점에서 교사는 평가 내용과 평가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평가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을 돕기 위한 평
가’와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의 관점에서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학생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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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수업을 교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수업이 활성화되어 학생의 성취 향상
이 가능하며(McMillan, 2014; Stiggins, 2002), 평가 활동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메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Earl, 2003). 이처럼 수업과 평가는 하나로 융합되어 교사의 수업 개선과 학
생의 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평가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Deluca & Klinger, 2010), 교사 전문성의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 평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민희정, 2012; Siegel & Wissehr,
2011).

- 12 -

2.1.3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김신영(2007)은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학생의 학습과 성취에 관한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학생 평가 전문성은 교사의 전문성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Abell & Siegel, 2011; Brookhart, 2002; Engelsen &
Smith, 2014).
이인제 등(2004)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질은 평가의
질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 등 학생 평가에 관련된 업무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타당한 평가 전문성 기준을 제안하였다.
<표 Ⅱ-1>은 이인제 등(2004)이 제시한 평가 전문성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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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과학 교사의 평가 전문성 기준안(이인제 등, 2004)
범주

평가 전문성 요소
가. 과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과학교육과정의 구성 철학과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이해, 과학교육
과정의 목표에 대한 이해, 과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대한 이해, 과
학 교과의 학년별 내용 구성의 이해

나. 과학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내용 기준

학생과 학습 상황 확인, 교육목표 성취에 적합한 과학 교수·학습 전략,
과학 교육목표 성취에 적합한 교수 자료

다. 과학교육평가에 대한 지식

과학교육평가 및 유사 개념, 과학교육평가의 유형, 과학교육평가의 방법

라. 과학 교과 내용에 대한 기준

과학의 (학문적) 성격과 구조에 대한 기준, 과학 교과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기준, 과학 교과의 핵심 지식에 대한 기준, 과학의 탐구 방법과 태
도에 관한 기준, 과학 교과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한 기준

가. 평가 계획 및 준비

평가 목표 설정, 평가 내용 결정, 평가 방법 선정, 과학 학습 평가 도
구 개발, 평가 시행 계획, 평가 결과 분석 및 해석 계획 수립

나. 평가 시행하기

평가 환경 조성하기, 평가 실시하기, 과학교육평가 시행시 유의점

수행 기준 다. 평가 결과 분석 및 해석

평가 결과 자료 처리를 위한 기초적 통계 방법 숙지, 교수·학습 개선
을 위한 평가 문항 분석, 수행 평가 자료의 기록과 채점, 과학 평가
자료 처리 결과의 보고, 학생 평가 시행시 유의점

라. 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하기

평가 결과 통지 및 학습 증진 전략 제공하기, 격려/충고/촉진/지원하
기, 결과 활용 방법, 시행된 평가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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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과 같이 이인제 등(2004)은 과학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을 수행 기준과 내용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평가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요구되는 평가 계획 및 준비, 평가 시행, 결과
분석 처리, 결과 보고 및 활용 등 수행 측면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등의 내용 측면 역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즉, 평가 전문성 기준에 교사 전문성 요소인 PCK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임찬빈 등(2004)은 수업 평가 기준 개발 연구에서 과학교사의 전문성
구성 요소로 과학 교수 내용 지식, 과학과의 평가에 관한 지식, 학생들에 대한
지식, 융통성 등을 제시하여 교사 전문성 요소에 평가에 관한 지식을
포함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육 평가에 관한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은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평가 전문성이 발현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교수·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는 학생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PCK가 발달한다는 민희정(2012)과 Falk(201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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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수준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예비 과학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수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에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관해 수행한 연구와 관련된
문헌(강훈식과 강석진, 2015; 고민석 등, 2013; 김경미와 김성원, 2002;
김성원과 현미숙, 2005; 김형준과 유준희, 2012; 김호진 등, 2000; 노태희 등,
2009; 노태희 등, 2015; 민희정, 2012; 박현주, 2016; 신정윤 등, 2016; 장수미와
김재영, 2002; 정은영과 최원호, 2014; 최현숙과 김중복, 2013; Brookhart,
2011; DeLuca, 2012; DeLuca et al., 2013; DeLuca & Klinger, 2010; Falk,
2012; Gottheiner & Siegel, 2012; Maclellan, 2004; McMillan, 2002;
Ogan-Bekiroglu, 2009; Wang et al., 2010; Willis & Klenowski, 2013)을
조사하여 참고하였다.
<표 Ⅱ-2>는 각 연구를 주제별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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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 주제

선행 연구

현직교사의 평가에 대한 인식 및 김경미와 김성원 (2002); 노태희 등 (2009)
평가관
현직교사의 평가 실태 및 평가
전문성
현직교사의 평가 역량

노태희 등 (2015); 정은영과 최원호 (2014);
McMillan (2002)
강훈식과 강석진 (2015); Brookhart (2011); DeLuca
& Klinger (2010); Gottheiner & Siegel (2012);
Maclellan (2004); Willis & Klenowski (2013)

현직교사의 지필평가 실태 및 인식 김호진 등 (2000); 박현주 (2016)
현직교사의 지필평가 전문성

Falk (2012)

등 (2013); 김성원과 현미숙 (2005); 김형준
현직교사의 수행평가 실태 및 평가 고민석
과 유준희 (2012); 민희정 (2012); 신정윤 등 (2016);
전문성
장수미와 김재영 (2002)
예비 교사의 평가에 대한 태도

Ogan-Bekiroglu (2009); Wang et al. (2010).

예비 교사의 지필평가 역량 및 평가 최현숙과 김중복 (2013); DeLuca (2012); DeLuca
전문성 개발
et al. (2013)

이와 같이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와 수행평가 관련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부 예비교사 대상 연구의
경우도 예비교사들이 제작한 문항에 대한 분석에 그쳐 그 내용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
서 나타나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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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충청북도 지역 사범대학 3학년 학생 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3명이고
여학생이 5명이었으며, 참여자 모두 교육학 과목 중 교육평가 강좌와 과학교
육론 강좌에서 과학 학습 평가의 목적과 기능, 과학 학습 평가 영역, 과학 학
습 평가 유형, 평가 도구의 질 판단 기준, 평가 문항의 제작 원리 등을 이미
학습하였다. 그리고 8명 중 3명은 개인 교습 지도 경험이나 교육평가 강좌 수
강 등을 통해 비과학 교과 영역에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었
고, 2명은 이원목적분류표 작성 경험이 있으며, 1명은 과학 교과교육학 강좌를
수강하면서 과학 교과에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성별

예비교사 A 남자
예비교사 B 여자
예비교사 C 남자
예비교사 D 여자
예비교사 E 여자
예비교사 F 남자
예비교사 G 여자
예비교사 H 여자

평가관련 수강 강좌

지필평가 문항 제작 관련 경험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교육평가 강좌에서과제문항수행유형별 문항 제작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
물리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교육평가 강좌에서 이원목적분류표 작성
비과학 교과 영역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개인 교습 지도 과정에서
문항 제작
물리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강좌에서 형성평가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문항
내용별 문항 유형 분석
물리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제작, 학창 시절
경험 풍부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
강좌에서 1개 대단원에 대한 문항
교육평가, 과학교육론 교육평가제작,
이원목적분류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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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직전 학기에 화학교육 목표, 화학 교수·학습 이
론, 화학 실험 지도, 화학 학습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과학교육론 강좌를
이수하였다. 그리고 화학 학습 평가의 경우 학기말에 화학 학습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내용만을 학습한 상태로 학기가 마무리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이 수강하고 있는 3학년 과학교육 관련 강좌(3학점)의 1
주와 2주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즉, 직전 학기에 배운 화학 학습 평가 관련 학
습 내용을 환기시키는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실시한 후, 개별적으로 지필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흐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참고로, 해당 강좌의 이후 학습은 화학 학습 평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즉 과학 학습 평가의 목적과 기능,
평가 시기와 목표 및 방법에 따른 과학 학습 평가의 분류, 평가 도구의 타당
도와 신뢰도, 지필평가 문항의 제작 원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지필평가 문항의 제작 원리에서는 이원목적분류표의 특징과
과학 교과에서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문항 유형별 특징과 제작 시 유의점 등
을 과학 교과에서의 예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2주차에는 발성 사고법을 활용한 개별 지필평가 문항 제작 활동을 진행하
였다. 먼저 발성 사고법에 대한 미숙함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연구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발성 사고법에 대한 연습을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그 후 중학교 1～3학년군 과학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대하여 평가 영역의 행동 차원 중 ‘지식’ 영역에서
각각 선택형 2문항과 서답형 1문항을 120분 동안 발성 사고법에 따라 개별적
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때, 천재교육(이)과 비상교육 2개 출판사의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1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한 정보 검색도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자동화된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생각이 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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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 면담도 실시하였다. 이
때, 동시에 여러 명의 예비교사들이 독립적인 장소에서 발성 사고 과정에 따
른 지필평가 문항 제작 활동을 실시하고 문항 제작 종료 즉시 면담을 실시하
기 위해, 예비교사 2명당 1명의 면담자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는 면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면담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해주고 숙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에 미치는
면담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4명의 면담자는 담당 예비교사의
샤를 법칙에 대한 문항 제작 과정을 관찰하면서 궁금하거나 특징적인 부분들
을 관찰 노트에 메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후 면담을 개별적으로 30～60분
동안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 제작 과정과 면담 과정은 녹음ㆍ녹화하여 전사본
을 작성하였다. 이 전사본을 주 분석 자료로 하고 예비교사들이 출제한 문항
자료와 해당 수업의 과제로 제출한 개인별 강의 수강 저널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 및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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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 분석 자료인 개별 발성 사고 및 면담 자료 해석의 초점은 예
비교사들이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
고 이를 평가 전문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비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들은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범주를
바탕으로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주를 정교화시키
는 지속적 비교 방법(Strauss & Corbin, 199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분
석자 2인이 모든 수집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면서 예비교사 개인별로 발
성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췌 및 정리하여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그 후 이 프로파일들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지필평가 문항 제
작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하위
범주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연구진 내부 논의 과정에서 각 하위 범주의 위계
와 수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문항 제작 절차에 따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
어 이를 바탕으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하위 범주를 각각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추출한 범주를 정교
화한 후 모든 연구자 및 현직 과학 교사와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들로 구성
된 집단 세미나를 통하여 그 범주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문항 제작 단계별 하위 범주의 일관성과 명료성이 부족하고 개수도 다르며,
각 단계 내에서도 일부 하위 범주의 경우에는 다른 하위 범주와의 위계와 수
준이 다르며,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징이라기보
다는 특징이 나타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토
대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범주를 재구성하
였다. 또한 분석자 2인이 모든 수집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여 하위 범주의 적
절성과 타당성을 점검한 후 범주를 정교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
종적으로 6가지 하위 범주를 확정한 후,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요 범주의 변화 과정은 <그림 Ⅲ-1>에 정리하였다.
각 범주에 대한 논의 내용은 사후 면담 자료, 예비교사들이 출제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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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해당 수업의 과제로 제출한 개인별 강의 수강 저널 등 수집한 모든 자
료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정당화하는 삼각측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론
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
여 모든 연구자, 현직 과학 교사,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세미나
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과 논의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점검받아 수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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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
1. 평가 계획 및 검토 단계 미흡
2. 학창시절 피평가자 경험의 영향
3. 평가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영향
4. 문항 유형, 행동 영역, 난이도 등에 대한 이해 및 구분 능력 부족
5.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 작성의 의미에 대한 이해 및 작성 능력이 부족
6. 문항 유형과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의 체계성 부족
7. 학생에 대한 이해 및 고려 부족
1.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
가. 계획 단계
1) 명시적(체계적) 유형
2) 암묵적(반체계적) 유형
3) 즉흥적(비체계적) 유형
나. 실행 단계
1) 문항 유형 결정 기준
2) 행동영역 구분, 난이도 판별 및 조절
3) 지문 및 선지 작성
4) 문항 해설 및 채점 기준 작성
다. 검토 단계
1) 검토 관점 및 내용
2.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학창시절 피평가자 경험의 영향
나. 평가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영향
다.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의 영향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
1. 문항 제작 계획 단계의 체계성 부족
2. 수업과 평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 부족
3. 문항 유형 결정 기준의 다양성
4. 행동 영역과 난이도 판별 곤란
5. 교사용 지도서 활용의 제한성과 이해 부족
6. 검토 관점과 내용의 제한성 및 검토 시기에 따른 차이점

<그림 Ⅲ-1> 분석 범주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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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으
로 문항 제작 계획 단계의 체계성 부족, 수업과 평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 부족, 문항 유형 결정 기준의 다양성, 문항의 행동 영역과 난이
도 판별 곤란, 교사용 지도서 활용의 제한성과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오해, 검
토 관점과 내용의 제한성 및 검토 시기에 따른 차이점 등 6가지가 나타났다.
각 특징별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특징들은 일부 예
비교사들이 보인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문의 결
과 및 해석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1 문항 제작 계획 단계의 체계성 부족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김경희 등, 2012; 남명호 등, 2006)에 의하
면, 교사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도구를 선택 및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교사는 평가
문항 제작 전 우선적으로 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출제 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가한 예비교사 8명 중 6명은
단원 전체에 대해 학습 목표에 기초한 평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개별 문항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이들은 제공
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단원 내용을 차례대로 넘겨보다가 주관적
판단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한 개씩 제작해가며 부과된 총 문항 개
수를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A는 교과서의 내용을 순
서대로 읽다가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발견하면 해당 내용을 묻
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예비교사 B는 문항마다 내용 영역 결정에 꽤 많은 시
간을 들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또 뭐를 내야 될까?’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초조해하다가 즉흥적으로 내용과 문항 유형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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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두 문항을 만들어 볼까. 뭘 만들어 보지? (교과서를 보면서) 먼저 샤
를의 법칙은 어디서 나오지? 응. 샤를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보는 거니깐 먼저 압력에 따른 압력이 일정할 때 온
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한다는 걸 알아야겠네.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내볼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분자 운동. 그래 풍선을 예로 한번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보자. 풍선이랑 273도에서의 개념까지 아는지 한번 물어보려면 문제를 어
떻게 내야 되지?
(예비교사 A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예비교사: 뭐를 만들어야 되지? 어떤 게 좋은지 서답형부터. 아니다 아까 그
게 선택형이었나? 그럼 이걸 서답형으로 해야 되나? 허, 어떤 문제
를 만들어야 되냐? 아 애들 수준을 모르겠는데? 샤를의 법칙, 하,
문제를 뭐를 내야 되지?
면 담 자: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비교사: 문제를 뭐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샤를의 법칙을 또 어떤 문
제를 내야 되냐. 문제집 같은 게 있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어떤
걸 내야 되지? ···(생략)··· 어떤 문제를 내야 좋은 걸까? 음, 샤를
의 법칙 음, 개념을 물어보는 걸 해볼까? 아, 보자. 아. 일단 문제
를 그냥 선택형으로 해야겠다.
(예비교사 B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한편 예비교사 C의 경우 문항 제작 전에 단원 전체 내용을 검토한 측면에
서는 위의 두 예비교사에 비하여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
지만, 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출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예비교사 C의 사후 면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는 문항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면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제
공된 교육과정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가 ‘그냥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을 문항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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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있다는 거는 얘네가 배웠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배웠다는 거니까 얘
네가 뭘 배웠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뭘 배웠는지 찾아보고 어떠한 소재를 문
제로 내면 좋을지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문제로
만들 수 없는 것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를 결합해야 뭔가 문제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있는 것도 같아서 꺼리가 뭐가 있는지 봤는데, 교과서에 쓰여 있는
거 보고 그냥 갑자기 눈에 띄는 거를 주로 보고 만들어봤어요.
(예비교사 C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이에 비하여 주목할 만한 대조적 사례가 있었다. 즉, 학습 목표를 확인하면
서 각 문항의 체제와 세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
립하는 예비교사가 2명 있었다. 이들은 세부 문항 제작 전에 제공된 교과서 2
종과 지도서 2종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공통으로 수록된 학습 목표 및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문항의 유형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문항에 대
한 세부적인 출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게, (학습 목표를 확인하며)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한
다 이거 하나를 알아야 되고, 어… 분자의 운동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생략)···이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혹시 내가 빠뜨린 부분이 좀 있
을 수 있으니까 지도서를 한번 볼까? 이건데, (지도 목표를 확인하며)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측정하게 하고, 그래프, 그릴 수 있게 하고, 실험 결과
그래프를 해석하여 온도와 기체 분자 운동을 설명… 음. 그러면, 1번 선택형
을 쉽게, 온도와 기체, 온도와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
제를 하나 만들고,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게 하는 거로 서답형을 하나 만들고,
좀 어려운 문제로 그래프를 주고 거기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겠다. 이 실험을 마지막 거에서 내면 좋은가?
(예비교사 D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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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좀 읽어 봐야겠다. (학습 목표를 확인하며)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
를 기체 분자 운동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쨌든 샤를의 법칙이 온도랑
부피 관계를 설명한 거니까, 이거를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생략)··· 음, 다른 교과서는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확인하며) 샤를
의 법칙을 이해하고 분자 운동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
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야겠네. 음 지도서를 보면 실험을 하거
나 생활 예시를 찾아보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실생활 문제도 하나 내고 그리
고 개념, 실생활 서술형하면 되겠다.
(예비교사 E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이러한 출제 계획 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에 대한 사후 면담 질문에, 예비
교사 D는 교과서 전체에서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서라고 응답하였다.
면 담 자: 전체를 놓고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내야 되겠
네? 이런 식으로 진행 하시더라구요.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예비교사: 아~. 왜냐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을 안
세우면 너무 한 문제에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거나 나중에는 그런
개념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난
이도 조절할 때도 그렇고, 이 개념은 어려우니까 뒤에 가서 더 집
중적으로 물어봐야지 하고? 앞에 쉬운 문제 계획하고.
(예비교사 D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평가의 기준은 교육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나 학생의 변
화된 행동 목표에 두어야 하므로, 평가 도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학습 목표에 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박도순, 2012). 즉, 학
습 목표에 근거한 출제 계획 수립 과정은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고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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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
교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은 그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질 높은 문항을 제작하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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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업과 평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 부족
연구 참여 예비교사 8명 중 5명은 발성 사고 과정에서 평가와 수업의 연관
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예비교사 G는 사후 면담에서 실험
상황을 이용한 평가 문항에 대해 수업 시간에 실험을 수행한 것을 전제로 문
항을 출제한 것인지를 묻는 면담자의 질문에 수업 시간에 실험을 실시했는지
상관없다고 답하였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수행하
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실험 내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비
교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흐름이나 상황대로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가정하
고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예비교사는 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수업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면 담 자: 직접 실험을 해본 거야? 해본 걸 전제하는 거야?
예비교사: 굳이 하지 않았을 때도. 네. 그냥 교과서에서만 딱 실험하지 않고
배웠을 때를 가정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면 담 자: 배운 걸 가정하더라도 똑같고 안 배웠어도 똑같고?
예비교사: 네.
(예비교사 G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3명의 예비교사는 수업과 평가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발
언을 하였는데, 다음 사례와 같이 주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평가 문
항에 반영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평균 운동 에너지까지 나오네. 그렇지 평균 운동 에너지. 아~ 그러면. 그렇
지. 교과서에는 중학교 수준이니까 운동 에너지 같은 평균 운동 에너지 같은
말이 안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했나? (교과서를 보고 해당 내용
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러면 이 얘기는 쓰면 안 되나? ···(생략)···  는 273
분의 1,   ,  , 그렇지. 이 식을 내가 수업 시간에 했을 거야. 그러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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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늘어난다는 걸 알 거니까.
(예비교사 D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면 담 자: 그럼. 이 그림은 어디서 가져온 뭐 출처가 있어요?
예비교사: 여기 실험 내용에 있는데, 이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냈어요.
면 담 자: 그러니까 수업에서 다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비교사: 네. 수업에서 한번 뭐 설명을 했거나 실험을 직접 했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예비교사 E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위 사례에 해당되는 예비교사들은 평가 내용 영역을 결정할 때 수업과 평
가의 연계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였는데, 여기서의 연계성은 단순히 수업한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실 평가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진단적 의사결정’, 성적
부여 및 피드백을 위한 ‘성적에 대한 의사결정’, 수업 설계 및 진행을 위한 ‘교
수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측면의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수업의 모든 과
정에 연계성을 가지며, 교수 도구 자체로써도(as instruction)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McMillan, 2014). 따라서 평가와 수업이 맺는 다양한 측면의 상호작용
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예비교
사 교육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수업과 평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한 예로,
예비교사 D는 수업 내용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평가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예비교사 D는 사후 면담에서 서답형으로
출제한 문항이 피험자가 답하기에 다소 까다롭지 않겠냐는 면담자의 질문에,
해당 내용이 평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면 담 자: 애들이 이렇게 쓸까?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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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예비교사: 네.
면 담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막 진짜 이거 3~4줄씩
막 쓰나?
예비교사: 근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면 담 자: 어떻게?
예비교사: 그 단계, 이런 단계가 있어. 온도가 높아졌지, 그럼 활발해질 거야.
그럼 활발해지면 충돌을 많이 하니까,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커
졌네? 이런 단계를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업시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애들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 D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평가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수업 활동 및 내용을 계획하기 전에 평가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소박한 수준의 백워드 설계(McTighe &
Wiggins, 2004; Wiggins & McTighe, 2005)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전통적인 수업 설계 모형들이 수업 목표 확인 후 학습 경험이나 내용의
선정과 조직 후에 평가 방법을 고안했던 것에 반해, 백워드 설계는 수업 목표
확인과 동시에 평가를 고려하여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 설계 모형으로서 평가
전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모형이다(Wiggins & McTighe, 2005). 또한 평가
의 수동성을 벗어나 평가를 수업의 모든 측면과 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활동
(McMillan, 2014)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 향상과 교수 및 학습
개선을 위해 결과보다는 상황과 과정에 중점을 두는 구성주의적 평가관
(Jonassen, 1991)과도 맥을 함께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예비교
사들이 평가와 수업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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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항 유형 결정 기준의 다양성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문항 유형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었다. 즉
예비교사들이 문항 유형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한 요소로는 문항의 난이도,
평가 시행의 효율성, 검사요령(test wiseness) 효과, 평가를 통한 학습 효과 등
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의 특성 등에 근거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한 경우도 있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교사들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학습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선택형이나 서답형으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D는 서답형과 선택형 중에서 고민하다가 선택형으로 출제하면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고, 이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서답형을 선택하였
다.
만약에 이 문제를 서답형으로 만들었다가는. 그럼,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또
객관식으로 만들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데? 어떡하지? 음, 문제를 너무 쉽
게 만들었다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억울할 거야. 음, 그러면 그럼 일단
서답형, 단답이 아니라 서답이니까.
(예비교사 D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예비교사 C는 사후 면담에서 해당 소재를 서답형으로 출제했다면 답을 제
대로 쓴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이 서답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했다고 답하였다.
서답형으로 했으면 거의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애가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만 쓸 것 같고. 사실 그냥 이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만 그냥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걸 쓰기 어려울 것 같아
서 서답형을 쓰면 난이도가 되게 높아질 거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서답형을 줄 거면 그냥 제 생각에 서답형은 일반적으로 선택형보다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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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니깐? 그래서 서답형을 할 거면 쉬운 소재로 주고 그래서 차라리 얘를 이
런 식으로 선택하면 그나마 애들이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예비교사 C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서답형보다 선택형 문항을 더 친숙하고 쉽게 생각하
며 선택형 문항의 성취도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박정, 2003) 두
예비교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택지 구성 방식이나 내
용에 따라 선택형이 서답형에 비해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 유형을 단순하게 연계하여 사고
하는 것을 지양하고, 평가 상황이나 의도에 적합한 문항 유형을 선택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가 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한 경우가 3명
의 예비교사에게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F는 출제 및 채점의 용이성
으로 인하여 서답형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예비교사 B는 서답형 문항의
경우 유사 답안 및 부분 정답 등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서
술형보다는 답안 작성과 채점이 용이한 단답형으로 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또한 예비교사 A는 한 문제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어
내용적 포괄성이 큰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하기도 하였다.
서답형 문제를 내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음, 빈칸 넣기도 괜찮은 거 같고,
예를 설명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서답형 문제는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단
답형 문제로 하면 좋겠다.
(예비교사 F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면 담 자: 서답형으로 이 문제를 만든 이유가 있는지요?
예비교사: 다른 걸 서답으로 내는 것보다 그냥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딱히
이유는 크게 없고, 그냥 내기도 쉽고, 채점하기도 쉽고, 그냥 학생
들 알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하기도 쉬울 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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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F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서답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틀은 뭔가 이게 확실히 이게 답이
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쓰기가 애매했어요.
만약에 처음에 문제가 외부 압력이 일정하면 상태의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뭐 활발해진다, 활발해지고 횟수가
증가하고, 기체 압력이 증가하고, 이거를 서답형으로 다 쓰기엔 뭔가 빠질 수
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가지고
서답형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비교사 B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서답형으로 하면 이 많은 걸 물어보기가 조금, 서술형처럼 되니까 서답형 같
은 경우에

딱 떨어져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형으로 출제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예비교사 A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한편,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도 추측해서 맞히는 검사요
령 효과를 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
사 B는 선택형 문항의 경우 검사요령 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택
형보다 서답형 문항이 적용 능력 평가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서답형 문
항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선택형으로 출제하면) 이걸 보기를 보면서 그냥 찍어서도 풀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샤를의 법칙 대충만 알아도 보기 문제를 보고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거구나 풀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생략)··· 이거를 그
냥 자기가 뭐 있었던 일이나 자기가 뭐 살면서 이렇게 그런 환경에 적용시켜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창의적이고 이해를 더
잘 적용을 더 잘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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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B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평가를 통한 학습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비교사 H는 선택형으
로 출제한 이유로 선택지를 구성할 때 학습 효과를 고려하였다고 말하였다.
즉 선택형 문항의 오답지를 제작할 때,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지문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선택지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예비교사 C의
생각도 비슷하였다.
면 담 자: 근데 이제 예시를 찾는 문제를 이렇게 선택형 문항으로 하게 된 이
유는 뭐예요?
예비교사: 네, 뭐 서답형으로 할까 선택형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서답형으
로 하면 이거 모르는 애들은 아예 못쓰잖아요. 근데 만약 선다형으
로 하면 그래도 이 네 개는 확실히 아이들이 알 것 같아서. 그니까
예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할 거 같아서.
(예비교사 H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면 담 자: 선택형에서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요?
예비교사: 선택형은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
(생략)··· 만약에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으면 맞는 4개가 좀 뭐
라 해야 하지? 의미 있는?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거의
유사하게?
면 담 자: 왜 좀 유사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비교사: 문제를 보고 얘가 나중에 채점을 하고, 다른 거를 공부할 때, 적어
도 1, 2, 4, 5번은 맞는 거니까, 문제 잠깐 봤는데 이걸로 가볍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예비교사 C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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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답형 중에서 괄호 채우기와 같은 단답형 문항은 출제와 채점이 쉬운 장
점이 있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서술형 문항과 같은 서답형 문항은 출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반해
채점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지만 학생들의 개념 이해 수준 및 오개념 파악,
창의성 및 탐구력 등과 같은 다양한 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문항 유형이
다. 그리고 선택형 문항은 지식과 탐구, 사고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대
한 폭넓은 평가가 가능하고 채점이 쉽지만, 타당하고 매력적인 선택지 구성
능력 및 시간이 요구되고 추측을 통해 맞힐 가능성이 있다(백순근, 2000). 또
한 선택형 문항의 선택지를 구성할 때 명확한 정답지와 학습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오답지를 함께 제시한다면 평가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문항 유형별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택형 문항의 학습 효과를
인지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선학습 후평가’라는 전통적 평가관의 직선적
도식에서 탈피하여 학습과 평가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를 구현하려는 구성주
의적 평가관에 기초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하고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
우 유의미한 시도로 생각된다. 반면, 평가 시행의 효율성 측면 중에서 출제 및
채점의 용이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문항의 질
을 확보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해당 기준들의 유의미한 적용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 답안이나 부분 정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나 허용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소재의 특성에 근거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한 경우는 3명의 예비교사에게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G는 문항 소재로 실험 등의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는 서답형, 예시 문제의 경우는 선택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예비교사 E
는 샤를 법칙에 대한 일상생활 속 사례 문제를 서답형으로 출제하기로 계획했
었지만, 실제 문항 제작 과정 중에 선택형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로 소재
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답하였다. 즉, 소재가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는 서답형,
예시가 많은 경우는 선택형으로 출제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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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는 샤를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서답형
으로 출제하여) 알아보자. ···(생략)···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거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사례를 보며) 그러면은 아예 여러 가지 예시를 내고 선택형
으로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비교사 E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면 담 자: 서답형 문항으로 얘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 문제 상황
을?
예비교사: 이 기체분자운동에 관련해서 선택형을 내면은 다섯 개 선택지를 보
고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지에 뭐 옳은 설명이든 틀
린 설명이든 아니면 이거랑 관련된 예시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
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
야 되거나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얘(기체분자운동론)를 설명을 하고, 예시가 좀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거를 앞에 선택형으로 쓰고 했어요.
(예비교사 E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예비교사 D는 계산 문제의 경우 선택형으로 출제하면 선택지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계산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하였다고 하였다.
1번 선택형을 쉽게, 온도와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만들고, ···(생략)··· 잠깐만. 이거 온도 나타내는 것도 평가하고 싶은데,
절대 온도는 섭씨온도의 273을 더… 아 근데, 그 어차피 계산을 하려면 이거
를 알고, 273을 더한 온도 값을 사용해야 하니까 음 그러면 오답 선택지에
켈빈 온도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섭씨온도로 해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오답도 넣어야겠다.
(예비교사 D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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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 자: 이걸 왜 선택형으로 만드셨어요?
예비교사: 이 문제를 이렇게 선택형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어… 그냥, 저, 그니까 예를 들어서, 딱, 만약에 잘
못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보기들이 없으면 그냥 예를 들어
처음에 했던 6리터, 이렇게 적으면 이거에 대해 난 맞겠지 하고 넘
어갈 텐데, 보기가 있으면 아 잠깐만 얘는 왜 이렇게 나왔지? 혹시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하고 맞았던 친구들도 다시 계산할 수도
있고. 틀린 친구들은 어? 이거 잠깐만 좀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해
볼까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형으로
만들었을 거 같아요.
(예비교사 D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소재의 특성 또한 문항 유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나
다른 측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소재의
특성을 문항 유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문항의
난이도, 평가 시행의 효율성, 평가를 통한 학습 효과 등과 통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는 평가 도구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거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남명호 등, 2006). 특히
평가 문항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는 학습 목표의 성격, 객관적 채점의 중요성,
학생들의 공부와 동기에 주는 영향 등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므
로 이에 관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McMillan, 2014). 일반적으로 선택형
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조될 때, 문항 제작자가 선택형 문항 제작에
더 자신이 있을 때, 문항을 채점할 시간보다 제작할 시간이 더 많을 때 활용
할 수 있는 반면, 서답형은 글 표현 능력을 강조 및 향상시키려고 하거나 학
업 성취도보다 태도와 의견에 더 관심이 있을 때, 신속한 결과 확인이 필요치
않아서 채점에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항 형태이다(박도순,
2012).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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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기준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특정 측면에 한정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한 것은 질 높은 평
가 문항을 제작하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다
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비
교사 교육과정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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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문항의 행동 영역과 난이도 판별 곤란
예비교사들은 행동 영역과 난이도를 먼저 결정한 후 문항을 제작하기도 하
고, 문항을 먼저 완성한 후에 행동 영역과 난이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즉,
어떤 경우든지 예비교사들은 학생 수준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판단
하고, 문항 내용과 행동 영역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행동 영역을 구분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어, 행동 영역 판별의 경우 예비교사들은 주로 지식과 이해, 이해와 적용의 구
분을 어려워하거나 각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명확한 판별
기준이 없이 즉흥적으로 판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사례에서는 샤
를 법칙의 생활 속 사례 찾기 문제를 ‘이해’로 판별할 수 있지만 학창 시절의
피험자 경험 및 과외 학생의 문제 풀이 관찰 경험을 통해 암기에 의한 문제
풀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식’으로 볼 수도 있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보
여주고 있다.
학생이 샤를의 법칙 생활 속의 예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겠다. 이건, 지식의
이해인가? 적용? 적용은 아닌 것 같고, 행동 영역이 지식인가? 이해, 이해인
가? 이해? 요 부분 다 외워서 풀 텐데? 이런 거 보면 지식인가? 이해인가?
(예비교사 A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샤를의 법칙이 이제 생활 속에 적용되는 예를 알고 있는지. 해서 사실 이해라
고 했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식적인 문제도 가까운 거 같아요. 왜냐면 제
가 학원 알바도 해봤고, 또 그 학교… 제가 학생일 때도 보면 예 같은 거는
대충 웬만히 정형화된 거는 다 외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예비교사 A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다음은 ‘이해’와 ‘적용’ 영역을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식? 이해? 적용? 이해랑 적용이랑 되게 애매한 문젠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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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용. 문제를 만들고 생각을 할까? 이해 적용. 실험 내용을 설명할 수 있
다. 설명을 하려면. 설명하는 건 적용인데? 이해. 개념을 설명하는 거면 이해
인가? 이해가 맞나? 아 배운 걸 적용인데. 이해. 이해가 맞는 것 같아.
(예비교사 E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면 담 자: 이거 행동 영역 중에 '이해'로 체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비교사: 사실 '이해'랑 '적용'이랑 좀 뭐라 해야 되지 애매한 거 같은데요.
이해해서 설명하는 게 이 예시에 적용을 하는 건지, 이해하고 설명
하는 거는 그냥 '이해'로 그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앞의 문제도 그렇고.
(예비교사 E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그리고 예비교사 D는 행동 영역과 난이도를 단순하게 연결해 동일한 기준
으로 판별하였고, 예비교사 C와 G도 명확한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 영역
을 판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식, 이해, 적용에 대한 이걸 맞춘다기보다는 학습 목표에서 어떤 문제가 들
어가야 되는지 일단 정하고 나서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생략)··· 왜냐하면 당연히 지식이나 이해는 ‘하’고 적용은 ‘상’이
니까.
(예비교사 D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사실 저도 이거 지식이랑 이해랑 적용이랑 그 이원목적분류표에서 본 것 같은
데, 정확히 이게 무엇에 대한 단어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예비교사 C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면 담 자: 이해로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예비교사: 그 뭐지? 지식, 이해, 적용이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적
용은 그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찾는 게 적용 문제인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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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식은 단순히 그 뭐지? 음, 그 식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아니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예비교사 G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행동 영역에서 ‘이해’와 ‘적용’은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학생의 선행 지식이
나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경력 교
사조차도 두 영역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박현주
등, 2011), 예비교사들이 각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두 영역을 어려워하
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행동 영역에 대한 판단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예비교사들은 난이도 판단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
은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샤를 법칙에 대한 계산 문제의 난이도를 판단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례이다.
면 담 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다가 아 애들 수준을 모르겠네라
고 하면서 연관 지어서 어떤 문제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
게 했는데 기억나요?
예비교사: 아, 네. 난이도를요. 아까 이 문제 푸는 것도 그냥 식에 대입만 하
면 되는 거니까 쉬운 건데 그거를 잘 이걸 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
겠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그냥 저도 못 풀어가지고 당황하긴 했는
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랬긴 했는데 이 문제가 쉬운 건지 어려운 건
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쉬운 문젠데 이걸 또 못
푸는 음, 저걸 잘 모르겠어서 애들 수준이 어떻게. 하가 되는지 중
이 되는지 상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교사 B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문항의 난이도 및 변별도 등을 평가하고 조절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McMillan, 2014),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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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특성, 특히 평가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예비교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
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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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교사용 지도서 활용의 제한성 및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오해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안내하고 해설하며, 학습자의
특성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의 기
준 및 평가의 준거와 자료까지 제시하고 있다(박기용, 2008; 이경화와 최민영,
2013; 최지연, 2006; Bismack et al., 2014; Davis et al., 2014). 즉 교사용 지도
서는 PCK의 다양한 구성 요소인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
수 전략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등에 관한 다양한 실천적 지식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 평가 수행 과정에서는 평가 전문성을
포함한 모든 PCK 구성 요소들의 종합적인 활용이 요구되므로(민희정, 2012;
Falk, 2012), 예비교사들이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교사용 지도
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 대
부분은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직교사들이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을 가르치거나
새로운 내용을 가르칠 때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Grossman & Thompson,
2004; Mulholland & Wallace, 2005)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특정 측면에 제한하여 지도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빈
번한 경우는 다음 사례와 같이 선택형 문항의 선택지를 제작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교사용 지도서 활용하는 것이었다.
냉장고 관련된 예를 한번 볼까. 어, 이게 어디 있지? 이 책에는 예가 별로 없
네. 저 책을 볼까? 예를 보면 어디 있을까. 지도서를 보는 게 예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으니까 지도서를 봐야겠다. 온도와 변화는 기체의 부피 변화와, 여
기 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예비교사 F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또한 예비교사들은 출제하려는 내용이나 용어가 교육과정에 적합한지를 확
인하거나, 해당 학년에서 특정 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다루어야 하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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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교사용 지도
서의 ‘지도상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보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샤를 법칙 공
식을 다루지 않아야 함을 깨달은 사례와 교사용 지도서의 ‘수업 노하우’를 통
해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문항 소재 선택에 반영한
사례이다.
(교사용 지도서를 보며) 온도와 부피의 관계,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실험
을 통해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공식을, 어머, 공식 위주로 암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 그렇구나.
(예비교사 D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면 담 자: 생활 속에 적용한 예. 이걸로 이 상황을 문제로 내야 되겠다고 생
각한 이유가 뭐죠?
예비교사: 그 아까 보일의 법칙 낼 때 보니까 이 보일의 법칙에서도 그 법칙
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시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과학을 배우는 거는 그 이런 이론을 배우고
이 이론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면 담 자: 보일의 법칙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누가 그렇
게 한다고 했던 거예요?
예비교사: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 보일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일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용되는지
이해하고 예를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생활에서 느끼는
보일의 법칙의 예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업 노
하우에 나와 있어서.
(예비교사 G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교육과정 및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예비교사의 특성상 교사용 지도서
를 참고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문항을 제작하는 것은 평가 문항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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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선
택지 작성을 위한 사례 찾기나 교육과정에의 부합성 확인 용도에 제한하여 교
사용 지도서를 활용한 점은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
육과정 내용과 실생활 적용 사례 이외에도 학생의 오개념, 학생들이 자주 하
는 질문, 교수·학습 전략 활용 시 유의점과 적용 Tip 및 학생 반응, STS 자
료, 과학사 자료, 전문적인 교과 내용 지식, 평가 전문성 관련 지식 등과 같이
지필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와 함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오해가 평가 문항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경우
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내용이라면 교육과정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학생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수업 시간에 가르쳤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지필평가 문항 제작 시 반영하는 경
우가 있었다.
이거(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를 한번 괄호를 채워서 써보라고 할까? 아
좀, 중학교 1학년한테 어려운 내용인가? 아닌데,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걸로 봐
선 중학교 1학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일 것 같다.
(예비교사 H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난이도 '하' 문제로 생각해보면, 압력과 온도가 주어졌고 처음에 제 부피를 주
어진 다음에 온도를 변화시켜서 그 부피를 구하게 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략)··· 평가 기준을 보면 평가 기준에 샤를의 법칙을 이해해야
지 이걸 풀 수 있다. 샤를의 법칙 식이 (교과서를 보다가 교사용 지도서를 보
며) 아! (교사용 지도서에서 샤를 법칙 공식을 발견하고 문항 해설에 옮겨 적


으며) 샤를의 법칙 이제 식을, 이걸 보면        ×  의    이건


데.
(예비교사 B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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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보다 상위 개념만이 포함되어 있다
고 생각해서 교과서 위주로 참고하여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면 담 자: 교과서를 주로 활용하셨어요?
예비교사: 네.
면 담 자: 지도서는 거의 안 보신 건가요?
예비교사: 지도서는 보긴 했는데 일단 아이들이 이걸 자주 선생님이 보는 거
잖아요. 선생님이 보고 이걸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여
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안 봤어요. 이걸(교과서를) 더 많이 봤어요.
(예비교사 A와의 사후 면담 내용 중에서)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육과정의 위계에 대한 이해 및 해당 개념에 대한 교
사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선 이론적 배경
지식과 새로운 과학 동향 등에 대한 자료 등을 포함한 심화ㆍ보충 자료가 제
시되어 있다(한기애와 노석구, 2003). 또한 비록 교사용 지도서가 철저한 검토
및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과내용지식 및 PCK 구성
요소 측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예비교사들이 보여준 교사
용 지도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나 거부는 예비교사들의 지필평가 문항 제
작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문항 제작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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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검토 관점과 내용의 제한성 및 검토 시기에 따른 차이점
평가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항 제작 과정에서 문
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검토 과정은 검토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개별 문항 제작 직후 검토하는 경우, 문항의 정
답과 해설 및 채점 기준을 작성하면서 검토하는 경우, 전체 문항 완성 후 종
합적으로 문항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검토 시기에 따라 검
토 내용은 약간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두 명의 예비교사는 개별 문항 제작
직후에 검토 과정을 거쳤는데, 교육과정에의 일치 여부 및 발문의 명료성 등
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이 각각의 사례이다.
다음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커지는 이유를 찾아봅
시다. 다음 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보기를 챙겨 줘서 (교과
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보며) 분자 운동이 증가하는 거를 배웠나? 분자
운동 설명, 배우긴 배웠네. 여기 부분이랑 여기 온도가 증가하면 이란 말을
바꿔서 기체를 가열한다고 해야겠다.
(예비교사 C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예비교사: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좀 그러네? 말이 중복돼서 어떡하지? 음.
면 담 자: 무슨 생각해요?
예비교사: 지금 표현이 겹쳐서 학생들 이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 있을 거 같
아서 좀 시험 시간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문제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예비교사 G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일부 예비교사들만이 개별 문항 제작 직후에 검토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문항의 정답과 해설 및 채점 기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예비교사들이
검토 과정을 거쳤고, 이때 검토 관점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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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특정 측면에 국한하여 검토하는 경향이 있
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D는 채점 기준을 작성하면서 문항의 명료성이 부족
함을 깨닫고 좀 더 구체적인 발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예비교사 H는 채점 기준
및 문항 해설을 작성하다가 본인이 만든 선택지가 샤를 법칙의 예시가 아닌
고체의 열팽창에 대한 예시임을 깨닫고 다른 예시로 수정하였다.
그러면 채점 기준. 첫 번째, 분자 운동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기체
온도가 높아졌다. 그래,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건 들어가야 돼.
운동이 활발해 이건 꼭 들어가야 돼. 아 그럼 이렇게~ (문항을 수정하면서)
기체 분자 운동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하여라. 아! 그럼 활발해진다 하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탁구공 안에서 일어난 분자 운동을 설명하, 아! 그럼 원
래대로 돌아온 이유를 공의, 탁구공의 부피가 증가한 이유를 (‘자세히’를 지우
고)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여라.
(예비교사 D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채점 기준 및 문항 해설’은, 1번은 철도에 틈을 조금 두어서 까는 이유는 여
름철이, 여름에 온도가 높아. 근데, 이 기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철로는 아닌
것 같은데? 철로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도 샤를의 법칙인지 찾아봐야겠다. 아
니 샤를의 법칙이 아니지. 기체, 샤를의 법칙은 이상 기체에서 성립하는 법칙
이니까. 온도에 따라 부피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샤를의 법칙은 아니지.
그러면, 열기구에 대한 내용을 1번에 넣어야겠다.
(예비교사 H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전체 문항 완성 후 문항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는 4명의 예비교사에게
나타났는데, 검토 내용과 수준은 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예
비교사 A는 평가 기준, 내용 영역과 난이도, 과학적 오류 여부, 답지 배열의
일관성 등 문항의 체제와 정확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문항의 오류
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답지의 배열 순서가 어긋나게 되자, 답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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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평가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등 정확성과 타당도 및
문항의 체제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한 번 검토를 해볼까? 1번. 학생이 평가 기준은 학생이 샤를의 법칙과 온도에
따른 분자의 분자 수, 부피, 압력, 분자 운동.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있
는지를 평가하겠다. 문항 유형, 적용 단계, 난이도는 상이고. 아래 그림은 피
스톤의 부피가, ‘피스톤의 부피가’라는 말이 맞나? ‘실린더’라고 해야 되나?
‘실린더의 부피’라고 해야지. 그치? ···(생략)··· 5번 부피는 ‘가’보다 ‘나’에서.
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바꿔야지. ‘나’보다 ‘가’에서 이렇게 바꿔야지.
아, 이러면 ‘가-나’, ‘가-나’하다가 ‘나-가’ 하면 이상한데? 음, 통일성이 맞지
않은데? 음, ‘나’에서 더 크다. 이렇게 적어야 하나?
(예비교사 A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두 명의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문항의 오류 여부, 난이도와 행동 영역 판별
의 타당도 등과 같은 문항의 타당도와 정확성을 검토하긴 했으나 체계적인 고
민이나 고려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며, 다음이 그 사례이다.
틀린 게 있나 한번 보면, 틀린 문항이 없고, 문제는, 음 1번 문항은 없고, 이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난이도 상. 예니까 적용 문제가 맞고. 그냥 샤
를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니까 난이도는 하. 지식 문
제.
(예비교사 F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다른 예비교사들이 거친 검토 과정은 그 내용과 수준이 매우 단순한 편이
었다. 예를 들어, 다음 사례에서는 문항 해설의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거는 여기서 끝내고, 전에 거 살펴보면 괜찮은 거 같고. 4번 문제 ‘ㄱ’의
해설을 써야겠다. 그래프에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끝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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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C의 발성 사고 내용 중에서)

이와 같이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토 시기와 내용 및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문
항 제작 직후에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특정 측면에 한정하여 세밀한
검토 과정이 이루어진 반면, 문항의 정답과 해설 및 채점 기준을 작성할 때나
모든 문항을 제작한 후에 문항 전체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
다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문
항으로 이루어진 평가지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에 대한 검
토 과정과 전체 문항에 대한 검토 과정을 분리하고 주요 검토 관점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각 문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는 과학적 오류 여부, 교수 전
략과의 연계성, 문항의 체제 및 편집 체계, 선택지, 배점 등이 적절한지에 초
점을 두는 반면, 전체 문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는 모든 문항들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과정과의 부합성 판단, 난이도 및 변별도 판단과 조정, 풀이 소
요 시간 판단 및 조정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비교사들의 문항 검토 과정의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났
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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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발성 사고법을 이용하여 예비 화학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
작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8명의 예비 화학교사가 발성 사고법을 통해 개
별적으로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크게 6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즉, 예비교사들은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문항 제작 계획 단
계의 체계성이 부족하였고, 수업과 평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
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문항 유형 결정 기준이 다양하였으며, 문항의 행동 영
역과 난이도 판단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용 지도서 활용의 제한
성과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오해, 검토 관점과 내용의 제한성 및 검토 시기에
따른 차이점이라는 특징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예비교사들이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
려하는 측면과 부족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예비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비교사의 학습 목표에 근거한 출제 계획 단계의 체계성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에게 출제 계획 단계가 출제 과정
전반과 문항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사례를 들어 강조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출제 계획 단계를 체계화하고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화하여 예비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과 결과물의 질 제고에 도움
이 되는 전략을 구안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수업과 평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구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수업과 평가의 역동적인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평가 관점에 대하여 이론적 및 실제적 관점에서 보다 강조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수업과 평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의 사례를 제시
하여 구성주의적 평가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함
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반성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문항의 난이도, 평가 시행의 효율성과 평가를 통한 학습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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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자신의 평가 전문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가령, 예비교
사에게 문항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반성적인 분석 및 실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항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요인만을 제한
적으로 고려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하는 사례와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
려하여 문항 유형을 결정하는 사례를 조사 및 발굴하고, 각 사례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비교사의 문항의 행동 영역과 난이도 판단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동 영역 및 난이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의 행동 영역 및 난
이도를 실천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항의 난이도 판단 능력의 경우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예비교사에게 학생과의 접촉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 예비교사 교육과정의 현실상 다양한 제약이 있어 이를 구현하는 데
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예비교사에게 평가와 관련된 학생의 특성, 가령 관련 개념에 대한 학생의 이
해 수준 및 오개념, 사고력, 유사 문항에 대한 문항 이해 수준 및 응답 특성,
흥미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이
도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다.
예비교사의 평가 문항 제작 시 교사용 지도서 활용의 제한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용 지도서에 포함된 PCK 구성 요소별 정보 및 평가 문
항 제작 과정에서 이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예시하고 강조하는
방안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의 제작 절차와 특성 및 교사용
지도서의 제한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한다면 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의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나 거부 현상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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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 방법 및 제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필평가 문항의 완성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검토 시기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성 및
실질적인 검토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교육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지
필평가 문항 검토 능력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 연구의 결과
를 예비교사교육에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지필평가 문항 제작 전에 예비교사에게 관련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멘토링, 컨설팅, 협
의회 등의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가중될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방안들을 예비교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현직교사 연수 과정
과도 연계하여 실행한다면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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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Pre-service Secondary Chemistry
TeachersCharacteristics
in Processes of Making Written Tes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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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es in making
written test items individually by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For this,
we analyzed the think-aloud processes of making six written test items
about gas laws by 8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and their in-depth
interview scrip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es were found to b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the lack of systemicity in planning stage for
making written test items, the lack of awareness and consideration fo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struction and assessment, the diverse criteria in
determining test item types, the difficulties in judging behavioral domains
and difficulties of items in the table of specification, the limitation in using
teacher's guides and misunderstanding of teacher's guides, and the
limitation in point and/or content of review and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ime of review. These can provide some significant guidelin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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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in finding ways to improve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ability to make written tes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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