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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현행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초등임용시험) 1차 전형 평가 도구의 하나인 ‘초
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국어과 문항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어과 문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분석
대상은 현행 평가 체제가 도입된 2013학년도 이후 출제된 5년간의 국어과 문항(총 15 대문항)으로, 문항의 형식적 특성과 내
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어과 문항은 형식적 측면에서 대체로 각 대문항별로 하나의 교수·
학습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수업 정보와 자료(학습목표, 학습계획, 지도내용, 글 자료, 학생 반응 자료 등)를 공유된 상
태에서 하위 문항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국어과 문항은 교과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
적으로 교수학적 지식이나 학습자 지식에 관한 문항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 내용 지식 문항의 수
준(난도)이 낮고 대문항에서 전제한 수업 정보 및 자료와 유리된 탈맥락적 문항이 많다는 점, 저학년 관련 문항의 비율이 낮
다는 점, 읽기와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관련된 문항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어과 문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초등임용시험, 초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과 문항, 국어과 교사 전문성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Korean Language Arts items in the first screening stage of the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 and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tems. A total of 15 unit items between academic years of 2013
and 2017 were analyz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item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Language Arts items showed a unique format that consisted of one educational situation and its relevant educa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lesson objective, teaching plan, contents, reading materials, and student responses. Several points of improvement
for the content were also found as in the skewed distribution of the items. The questions, for instance, privileged subject content knowledge as well as the reading and literature domain, while items that test the examinees’ pedagogical knowledge, student knowledge, familiarity with lower grade level students, and expertise in assessment were relatively scarce. Also, not only
were the questions consisted of low difficulty item but they were also often presented in a decontextualized form. Sugges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tic findings are discussed at the end.
Key words: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 elementary curriculum, Korean language arts items, teacher expertise in
Korean language arts

1) 이 연구는 201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기반조성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Grant for Developing Research Foundation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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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0년에 개정된「교육공무원임용령」
에 의거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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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원들(학계, 관리기관, 응시생 등) 간에 강하게 작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이 자체 연구를 통해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

전형을 통해 공립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게 된 이후, ‘공

로 개선하고 있는 것도 연구자들이 적절한 연구 시점을

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초등임

결정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초등임용시

용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고부담시험(high-stakes assessment)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응시생 개인의 삶에 미치

험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II장과 Table 1을 참조)3).

는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양성기관 교육과정에도 상당한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이후 시행되어 온 현행 평가 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 임용된 초등

구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의도 하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의 국어과 문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도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초등임용시험의 1차 전형(최종 합

점에서 이 시험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Hur, 2010; Lee, 2016; Kim et al., 2017).

격자의 1.5배수 선발) 합산점수 100점 중 80점(나머지 20

초등임용시험이 도입된 이후 선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예를 들어, Park,
2001; Shin, 2003; Choi et al., 2009; Kwak & Kim, 2010;
Park, 2010; Chung et al., 2011; Boo, 2013; Lee et al., 2013;
Lee et al., 2013; Eun & Park, 2014; Lee, 2014; Kim et al.,
2017) 외국의 교사 임용제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한 연구, 전문가나 (예비)교사 대상으로 설문이나 의견 조
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 교사 핵심역량
이나 평가도구 분석 등 선발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향
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 방안 중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이미 적용
된 경우도 있고(예를 들어 논술평가와 면접법의 도입;
Park, 2001)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예를 들어
수업 실연 문항의 조건이나 상황 구체화, Eun & Park,
2014)도 있다.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선순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수행 목적 역시 이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선발 제도 전체에 걸친

점은 교직논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80점 중에 국어과
에 할당된 배점은 11점으로 수학과와 함께 가장 높다. 또
한 국어과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가장 많은 수
업 시간을 배정받아4) 언어능력 계발, 비판적이고 창의적
인 사고력 계발, 언어문화 향유와 창조 등의 중요한 교육
목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의 중요성에 비해, 그
리고 초등임용시험이 예비교사의 교과에 대한 인식5) 및
교육과정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국어과 내에서 초
등임용시험 개선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6)
초등임용시험은 공립학교 초등교사가 되는 유일한 관
문인 만큼, 공립학교 초등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절대 다
수의 초등 예비교사들은 대학 생활 전반을 초등임용시
험을 염두에 두고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
에서 고부담시험이 갖는 여러 한계를 완전히 부정하기
는 어려우나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의 문항을 통해 더 나
은 초등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이 연구가 국어과 차원에서 초등임용
시험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거시적 관점의 연구라 볼 수 있어 하위 평가 도구2) 수준에
서의 비판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는 다각도로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우선 다음 두 가지 정
도를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임용시험 경쟁률 상승, 출제 시
합의된 평가 요소 도출의 어려움,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응
시자들의 이의 제기, 채점자(주로 초등교사)들의 명확한
채점 기준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평가 도구의 타당도 제고보다는 공정성 강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인식
2) 이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임용시험의 교직논술, 초등학교 교육과정, 한
국사능력검정시험(이상 1차 전형), 교직적성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
안, 수업실연(이상 2차 전형) 각각을 평가 도구로 본다. 이 평가 도구들
은 초등 예비교사의 역량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각기 차별화된
평가 요소를 갖는 만큼, 초등임용시험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이 각각
의 평가 도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다. 그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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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3학년도 이후 시행되어 온 현행 시험체
제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2016년부터 다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시험체제 역시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4) 2015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의 경우를 보면 전체 교과 시수 1,408시
간 중 448시간이 국어에 할당되어 있다(수학은 256, 바른 생활은 128,
슬기로운 생활은 192, 즐거운 생활은 384시간이다). 3~4학년군의 경우
총 1,768시간 중 408시간, 5~6학년군의 경우 총 1,972시간 중 408시
간이 할당되어 있다.
5) 초등 예비교사 양성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자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과 문항과 관련하여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교사들로부터 듣
는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편인데, 수능시험 국어 문항과 비슷하다거
나 공부 양과 성적 간의 관련성이 낮다(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을 봐서
공부하거나 포기한다)는 응답이 많다. 향후 국어과를 비롯하여 각 교
과 차원에서 예비교사들의 임용시험에 대한 인식도 심층적으로 조사
될 필요가 있다.
6) 국어과 차원의 연구의 예로 Im(2008)과 Lee(2014)를 들 수 있다. 하지
만 전자는 시의성 측면에서, 후자는 연구 범위(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
상을 위한 교원 선발 및 경력 단계별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측면에서
이 연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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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초등임용시험의 변천 및 분석 대상 문항의 선정

형, 논술형, 면담형, 면접형, 실연/실기형 등 예비교사의 능
력과 전문성을 보다 실제적·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속적인 변화는 긍정적 측면에서 볼

평가 도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더 나은 교사를 선발하기 위

전술한 대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한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최진영 외

국어과 문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초등학

(Choi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핵심역량을
크게 교수, 평가, 생활지도, 학급경영, 전문성 개발의 다

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하위 요

섯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범주

소, 즉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
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0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로 지식, 수행, 태도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세화

과학,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작업은 초등임용시험의 타당도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적극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교

활용될 수 있다. 물론 다른 한 편으로 변화가 잦고 그러한

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

이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3학년도 이후 2017학년도까지 총 5

짐으로 인해 예비교사 및 예비교사 양성 기관에서 겪는
혼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평가 요소의 적절성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7)
이 장에서는 우선 그러한 초등임용시험 변천 과정을

개년에 걸친 국어과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Table 1에 제시한 것처럼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교육과
정’이 선다형 평가의 형태로 실시되었고 그러한 문제의

2001학년도8) 이후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평가 도구가 어디에 위치
하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보이고자 한다.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2001학년도 이후 초등임용시험에서는 주

식에서 현재와 같은 서답형 평가 도구가 개발된 것인 만
큼, 그리고 이 연구가 현행 평가 도구의 개선을 주된 목적
으로 하고 있는 만큼 최근 5년간의 문항에 대한 초점화된
분석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것

로 2차까지의 전형을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했으나, 일부
기간(2009-2012학년도) 동안은 3차 전형까지 실시되기도
하였다.
초등임용시험의 평가 요소는 크게 교육학, 초등학교 교

처럼 이 시기 초등임용시험에서 국어과의 문항 수는 전
체 대문항 22개 중 3개이며, 점수로는 80점 중 11점을 차
지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문항은
대문항 기준 15개이며, 각 대문항당 2~4개의 하위 문항이

육과정, 교직논술, 한국사(2014학년도 이후 실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
격 부여), 심층면접, 실기/실연 등으로 범주화될 수 있으
며, 각 시기별로나 지역별로 이들 범주에 속하는 평가 도

있다(각 하위 문항의 배점은 1~2점).
Table 3은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어과 문항
에 대한 요약이다. 각 문항이 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것으로, 실제 기출 문항의 맥락

구의 정확한 명칭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또한 평가 시
기나 평가 도구의 형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평가

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문항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
려우나 Ⅲ장의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맥락 정보가 필요
하다고 보아 제시하였다.

요소의 측면에서 본다면 초등임용시험은 그동안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한 채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013학년도 이후 1차 전형에서 교육학 평가(선다형)가 빠
진 점, ICT 활용이 강조되었던 제7차 교육과정기에 컴퓨
터 사용 능력에 가산점을 부여한 점, 정치외교적 상황이
부각되면서 2014학년도 이후 한국사를 새롭게 도입한 점
등은 초등임용시험 변천사에서 특기할 만한 요소라 하겠
다. 마지막으로 선택형 평가 도구가 점차 사라지고 서답
7) 예를 들어, ‘2017 교사임용시험 2차 시험 강화에 부쳐’(한국교육신문
2016년 10월 17일자), ‘교사 임용 때 면접·수업실기 영향력 커진다’(조
선일보, 2016년 10월 17일자), ‘초중등 교사 뽑을 때 면접 비중 강화
…수험생 혼란’(한국대학신문, 2016년 11월 03일자) 등의 신문기사에
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찾아볼 수 있다.
8) ‘학년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시험이 실시되는 시기와 선발된 교사
들이 임용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01학년도 시험의 1차 전
형은 전년도인 2000년 말에 실시되었으며, 최종 선발된 교사들은 2001
년 이후 임용되었다.

III. 국어과 문항의 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문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
석의 틀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무엇을 평가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는 문항의 형식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문항 구조 분
석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한다. ‘무엇을 평가하는가?’는
문항의 내용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문항의
내용적 특성은 초등교사의 국어과 전문성을 어떤 요소로
평가하는지와 관련된다. 초등교사가 국어 과목을 가르치
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요소는 다양한데, 일례로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
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초등교사의 핵심 역량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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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 between 2001 and 2017
평가 내용

전형

2001

2002

2003

문항 방식
교육학

1차

문항 수
(배점/시간)

2006

2007

2008

2009

50문항
(30점/
60분)

60문항(30점/60분)

문항 방식
초등학교
교육과정

2005

서답형(단답형&서술형)
1차

1차
논술
(교직&
교육과정)

2차

한국사

1차

14문항

15
문
항

19문항

16문항
(70점/100분)

(70점/100분)
-

18문항
(70점/100분)
-

2010

선택형(5지)

2011

2012

2013

2015
-

50문항(30점/70분)

-

선택형(5지)

서답형(단답형&서술형)

50문항(70점/100분)

22문항(80점/140분)

-

교직논술(1문항, 20점/60분)

•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20점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60분, 1,200자 내외)
(1문항-20점/60분)
• 교육과정 전 영역(A형/B형 각5
문항-40점/200분, 400자 내외)
-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1문항-20점/50분)

2014

2016

2017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차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성적 자질(15점)

-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
인격·소양(40점)

3차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평가(40점)

-

심층면접

2차

• 영어면접(10점)
• 컴퓨터 기초이론(5점)
• 수업실기능력
(교수·학습과정안, 10점)

• 영어면접(10점)
• 수업실기평가(수업과정안, 10점)

실기/실연
3차

-

• 교수·학습과정안(1문항, 10점)
• 수업실연(35점)
• 영어수업 능력 및 영어의사소통
능력(3~4문항, 15점)

• 교수·학습과정안
(1문항, 15점)
• 수업실연(30점)
• 영어수업 능력 및
영어의사소통 능력
(3~4문항, 15점)

초등임용시험 문항 분석: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과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 수
(배점/시간)

2004

선택형(4지)

-

* 2차와 3차 시험의 경우 시도별 평가 방법과 배점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음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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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Elementary Curriculum’
학년도

하위 평가 요소 및 배점

교육과정 총론(1대문항, 7점), 재량활동(1대문항, 4점), 통합교과(1대문항, 6점), 국어(1대문항, 8점), 도덕(1대문항, 4점
2001 ), 사회(1대문항, 5점), 미술(1대문항, 4점), 실과(1대문항, 4점), 음악(1대문항, 4점), 특별활동(1대문항, 4점), 과학(1대
문항, 5점), 영어(1대문항, 4점), 체육(1대문항, 5점), 수학(1대문항, 6점)
교육과정 총론(1대문항, 8점), 재량활동(1대문항, 3점), 특별활동(1대문항, 3점), 미술(1대문항, 4점), 과학(1대문항, 5점
2002 ), 실과(1대문항, 3점), 통합교과(1대문항, 7점), 체육(1대문항, 5점), 음악(1대문항, 4점), 국어(2대문항, 9점), 수학(1대
문항, 7점), 사회(1대문항, 5점), 영어(1대문항, 4점), 도덕(1대문항, 3점)
교육과정 총론(1대문항, 5점), 통합교과(1대문항, 7점), 도덕(1대문항, 4점), 국어(3대문항, 9점), 수학(2대문항, 7점), 과
2003 학(1대문항, 5점), 사회(1대문항, 5점), 체육(2대문항, 5점), 미술(1대문항, 4점), 음악(1대문항, 4점), 영어(2대문항, 4점),
실과(1대문항, 4점), 특별활동(1대문항, 3점), 재량활동(1대문항, 4점)
교육과정 총론(1대문항, 5점), 통합교과(1대문항, 7점), 도덕(1대문항, 4점), 국어(2대문항, 10점), 수학(2대문항, 9점),
2004 실과(1대문항, 4점), 사회(1대문항, 5점), 과학(1대문항, 5점), 영어(1대문항, 4점), 체육(1대문항, 5점), 음악(1대문항, 4
점), 미술(1대문항, 4점), 재량활동(1대문항, 2점), 특별활동(1대문항, 2점)
2005 교육과정 총론(1대문항, 4점), 통합교과(1대문항, 7점), 도덕(1대문항, 4점), 국어(2대문항, 10점), 수학(2대문항, 9점),
~
음악(1대문항, 4점), 미술(1대문항, 4점), 과학(1대문항, 5점), 사회(1대문항, 5점), 체육(1대문항, 5점), 특별활동(1대문
2006 항, 2점), 재량활동(1대문항, 3점), 실과(1대문항, 4점), 영어(1대문항, 4점)
2007 교육과정 총론(1대문항, 4점), 통합 교과(3대문항, 7점), 국어(2대문항, 10점), 실과(1대문항, 4점), 사회(1대문항, 5점),
~
과학(1대문항, 5점), 수학(2대문항, 9점), 체육(1대문항, 5점), 도덕(1대문항, 4점), 음악(1대문항, 4점), 미술(1대문항, 4
2008 점), 영어(1대문항, 4점), 특별활동(1대문항, 2점), 재량활동(1대문항, 3점)
2009 국어(6대문항, 8.4점), 도덕(3대문항, 4.2점), 사회(5대문항, 7점), 수학(6대문항, 8.4점), 과학(5대문항, 7점), 바른생활(1
~
대문항, 1.4점), 슬기로운 생활(1대문항, 1.4점), 즐거운 생활(1대문항, 1.4점), 실과(3대문항, 4.2점), 체육(5대문항, 7점),
2011 음악(4대문항, 5.6점), 미술(4대문항, 5.6점), 영어(4대문항, 5.6점), 특별활동(1대문항, 1.4점), 재량활동(1대문항, 1.4점)
2012

국어(6대문항, 8.4점), 도덕(3대문항, 4.2점), 사회(5대문항, 7점), 수학(6대문항, 8.4점), 과학(5대문항, 7점), 바른생활
(1대문항, 1.4점), 슬기로운 생활(1대문항, 1.4점), 즐거운 생활(1대문항, 1.4점), 실과(3대문항, 4.2점), 체육(5대문항, 7
점), 음악(4대문항, 5.6점), 미술(4대문항, 5.6점), 영어(4대문항, 5.6점), 1대문항,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2대문항,
2.8점)

현행 국어(3대문항, 11점), 수학(3대문항, 11점), 사회(2대문항, 9점), 과학(2대문항, 9점), 슬기로운 생활(1대문항, 1점), 총론·
(2013 창의적 체험활동(1대문항, 3점), 실과(1대문항, 4점), 바른 생활(1대문항, 1점), 도덕(1대문항, 4점), 체육(2대문항, 8점),
이후) 즐거운 생활(1대문항, 2점), 음악(1대문항, 5점), 미술(1대문항, 5점), 영어(2대문항, 7점)
* 과목 나열 순서는 각 연도별 평가도구의 대문항 일련번호를 따랐음.
Table 3. Summary of Korean Language Arts items
대문항
학년도 (배점)

하위 문항별 평가 내용

1번 (1) 말하기의 상황이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아는가?(1점)
(3점) (2) 학생의 인사말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2점)

2013

2번
(4점)

(1) 학습목표(‘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구상한 지도 내용 중 적절하지
못한 곳을 찾아 수정할 수 있는가?(2점)
(2) 제시된 글의 주된 인물 제시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고 있는가?(2점)

(1) 전기문의 특성(사실에 근거하여 쓰기)에 대해 알고 있는가?(1점)
3번
(2) 학습 활동 요소 중 반응 명료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가?(1점)
(4점)
(3) 사전에서 낱말 뜻 찾기의 단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지적 관점의 어휘 지도 방법을 알고 있는가?(2점)
1번 (1) 제시된 대화 자료에서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2점)
(3점) (2) ‘맛이’와 ‘굳이’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이 무엇인지 아는가?(1점)

2014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수업에 대한 구상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
는가?(2점)
2번
(4점) (2) 글 자료를 보면서 교사의 읽기 시범에서 가리키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는가?(1점)
(3) 읽기 평가 방안의 하나인 사고구술에 대해 아는가?(1점)
(1) 문학작품(‘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우는 까닭’)을 읽고 등장인물의 생각/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2점)
3번 (2) 문학작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가?(1점)
(4점)
(3) 문학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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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Korean Language Arts items (continued)
대문항
학년도 (배점)

하위 문항별 평가 내용

(1) 읽기 영역의 기능 범주에 들어갈 하위 요소를 아는가?(1점)
1번 (2) 읽기 전 활동이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임을 아는가?(1점)
(4점) (3) 읽기 전략의 하나인 그래픽조직자에 대해 아는가?(1점)
(4) 쓰기 전략의 하나인 구두 작문에 대해 아는가?(1점)
2015

(1) 쓰기 과정의 단계에 대해 아는가?(1점)
2번
(2) 쓰기 과정의 특성 중 하나인 회귀성에 대해 아는가?(1점)
(3점)
(3) 맞춤법 오류를 찾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가?(1점)
(1) 밑줄 친 부분이 글(옛이야기)의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1점)
3번 (2) 옛이야기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아 수정할 수 있는가?(1점)
(4점)
(3) 옛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2점)
1번 (1) 연설문의 수사적 질문과 두 사람 대화에서 나타난 질문 간에 말하는 이의 의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1점)
(3점) (2) 학생들의 듣기 활동에 대한 평가(피드백) 요소와 평가 방법을 알고 있는가?(2점)

2016

(1) 글에서 중심생각을 찾는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가?(1점)
2번 (2) 학생의 중심생각 요약 과정에 나타난 오류를 지도할 수 있는가?(1점)
(4점)
(3) 글 자료와 학생의 중심생각 요약 자료로부터 지도 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가?(2점)
(1) 문학 작품에서 ‘작품 속 말하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1점)
3번 (2)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1점)
(4점)
(3) 학생 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고 바른 표기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2점)
(1) 학급회의 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가?(1점)
1번 (2) 학급회의 시 효과적인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1점)
(4점)
(3) 편지글의 형식적 특징을 알고 편지글에 나타나는 학습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2점)

2017

(1) 읽기자료와 관련하여 읽기 기능 중 ‘내용 확인’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가?(1점)
2번 (2) 읽기자료에 대한 ‘추론’, ‘평가 및 감상’ 기능의 학습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는가?(1점)
(4점) (3) 읽기자료에서 첫 번째로 나온 파생어를 찾을 수 있는가?(1점)
(4) 상대높임법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1점)
3번 (1)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적 가치’와 그 가치가 등장인물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2점)
(3점) (2) 옛이야기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야기하는 이의 목소리로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있는가?(1점)

지식, 태도로 구분하였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과정 지식, 학생의 수준이나 발달에 대해 아는 학습

2008). 즉, 지식과 같은 인지적 요소만이 아니라 태도와
같은 정서적 요소와 수행이라는 실천적 능력이 함께 포
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등

자 지식, 모든 교과에 적용 가능한 일반 교수 지식으로 구
성된다. 이 연구는 이들 지식이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
는 지식 요인을 포괄한다고 보고, 이러한 교사 지식 기반
틀을 활용하여 초등임용시험 문항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

임용시험이 서답형 지필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수업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수행 능력이나 정서적인 태도
요인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식 요인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초등 국어과 문항의 내용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

분석하기로 한다.
Shulman(1986, 1987)을 비롯하여 교사 전문성 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
식을 분류하고 이를 초·중등 임용 시험 문항 분석에 적용

식, 교육과정 지식을 국어과 하위 영역별로 분류하고, 학

한 Jeon(2009)에 따르면, 교사 지식 기반은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인 교과 내용 지식, 특정 내용을 학생에게 적절
하게 가르치는 방법이나 평가와 관련된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교육과정과 관련 자료 자체의 특성에 대하여 아는
2017, Vol. 21, No. 4

년별로도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어
과의 내용 중 어떤 영역의, 어느 학년의 내용이 주로 출제
되는지 경향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찾고 문제점을 논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학적 내용 지식과 교육과정 지
식의 경우 영역 통합적 문항도 가능하므로 화법(듣기 ·말
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 함께 통합 항목도 분
석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식과 기능을 주요 교육

정혜승 · 송소연 · 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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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국어과의 교과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

대문항의 구조는 우선 하위 문항을 포괄하며, 수업 상

내용 지식은 국어과와 관련하여 교사가 가져야 하는 명

황을 개괄하는 안내를 간략하게 한 다음 수업 상황과 자

제적 지식(화법, 읽기, 쓰기와 관련된 수사학적 지식, 문

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법 지식, 문학 지식 등)과 방법적 지식(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문학 작품을

‘김 교사’나 ‘박 교사’와 같이 교사(또는 교사들이)가 특정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문항

친 장면을 상황으로 제시하는 것이다9). 수업 상황에는 대

한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수업을 계획하거나 수업을 마

을 분석하였다. 특히, 방법적 지식은 교사 본인의 국어 능

체로 학습 목표, 학습 계획, 지도 내용, 학습 자료(제재 글),

력과 관련되는데, 국어 교사의 전문성 요건을 논의한 선

학생 반응 자료 등이 포함된다. 수업 상황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학습 목표이다.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 국어를 잘 가르치
기 위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Choi, 2006; Kim, 2009;
Chung & Seo, 2012; Ok, 2013; Lee, 2014). 교사의 잘 듣고,

에서 도출된 것으로,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 상황을 구성

말하고, 읽고, 쓰고, 문법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작품을

년도에 하나의 학습 목표만 제시된 것과 달리 2015학년

하는 다른 요소의 성격과 내용이 결정된다. 2013-2014학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 기반

부터는 내용 영역을 달리하는 두 개의 학습 목표가 함께

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어과 교과 내용 지식 범주에

제시되어 영역 통합적 수업 상황을 제공하는 문항도 출
제된다. 하위 문항은 이 수업 상황을 분석하거나, 상황에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을 지도

국어과와 관련한 명제적 지식만이 아니라 교사의 국어
능력 요소를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상 논의를 바
탕으로 국어과 문항을 분석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Table 4
와 같다.
Table 4. Analytical Criteria of Korean Language Arts items
분석 범주
형식

분석 요소
• 문항 구조
- 국어와 하위 영역(화법, 읽기,
쓰기, 문법 문학)
• 교과 내용 지식
-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 학년(군)

내용

- 국어와 하위 영역(화법, 읽기,
• 교수학적 내용
쓰기 문법, 문학)
지식
- 학년(군)
• 교육과정 지식

- 국어과 하위 영역(화법,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통합)
- 학년(군)

• 학습자 지식
• 일반 교수 지식

1. 국어과 문항의 형식적 특성 분석
먼저 초등임용시험 국어과 문항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과 문항은 대문항
3개에 각 대문항당 2-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는데(배
점 총 11점), 각 대문항의 구조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 문항 안내
• 수업 상황
- 학습 목표, 학습 계획, 지도 내용, 학습 자료(제재 글), 학생
반응 자료
• 하위 문항

하는 방법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초등임용시험 국어과 문항
은 상황 중심적 평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을 단
편적으로 묻기보다는 수업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실제적이지는 않지만 수업 상황을 평
가의 맥락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탈맥락적이고 고립적
인 지식 평가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위 문항을 살펴보면 설정된 수업 상황과 무관한 또는
수업 상황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상황 중심적이고 맥
락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문항 내용 분
석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는 초등임용시험 국어과 문항이 교육
과정 성취기준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명칭 자체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의 출제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 출제된 실제 문항을 보면 교육과정 성취기
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관련 지식을 평가
하는 데 치중하여,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재구성하거나 통합하는 데 필요한 지식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15학년도 시험부터 영
역 통합적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
였지만, 실제 문항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구현되지 못하
여 통합적 지도에 필요한 교사 지식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9) 물론, 2014학년도 대문항 3번의 하위 문항 3번과 같이 학습 목표가 제
시되지 않고 제재 글과 그에 대한 학생 반응 자료만 제시하여 수업 상
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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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5점 중 11점으로 전체의 20%, 교육과정 지식과 학습

2. 국어과 문항의 내용적 특성 분석
초등임용시험 국어과 문항의 내용 특성은 앞서 논의한

자 지식이 각 1점으로 2%가 채 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

기준에 따라 문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특성을 중

우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Jeon(2009)에서

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
지 시행된 초등임용시험 국어과 문항을 앞서 제시한 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교과를 포함하는 초등임용
시험을 분석한 결과 교과 내용 지식(27.7%)이 교수학적

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10)

내용 지식(28.8%)이나 교육과정 지식(28.8%)과 비슷한

Table 5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과 문항의 내용적 특성

비중으로 출제되었다고 보고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

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과 문항은
교사 기반 지식 중 교과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출제되었

는 출제 시기가 상이한 데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고, 교과
마다 강조하는 평가 목표와 내용이 다른 데서 기인한 차

다. 교과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은 전체 55점11) 중 42

이일 수도 있다. 다른 교과와 달리 국어과의 경우 특히 국

점으로, 약 76%의 비중을 차지한다. 교수학적 내용 지식

어과 교육과정이나 국어과 교과서 자체의 특징과 성격을

Table 5. Content analysis of Korean Language Arts items
학
년
도

교사 지식 기반

2

3

1

’14

2

3

1

’15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관련 학년

화 읽 쓰 법 문 화 읽 쓰 법 문 통 화 읽 쓰 법 문 통 1
1

’13

교과 내용 지식

문항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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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일반
학습자
합
교수
지식
(점수)
6
지식

5

1
2*

∨
2

∨

2

3
4

1
∨

1
1

1
2

∨

1
2
1

3
∨

1#

4

4

2*
1*
1*

4
1

1
1

∨
1
1
1

4

∨

3

∨

4

1
1*
1
2

10) ‘교사 지식 기반’ 표 안의 숫자는 문항 수가 아니라 배점(점수)을 의미한다. 점수 옆의 *는 교사 내용 지식 중 기능 요소를, #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
중 평가 관련 지식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13학년도 1번 대문항의 하위 2번은 교사의 화법 능력을 평가하며 2점을 배점하고 있어 ‘2*’와 같이,
2014학년도 2번 대문항 하위 3번은 읽기 평가 방법과 관련된 1점 문항으로 ‘1#’과 같이 표시하였다. 하위 문항 간에 학년별 차이가 없으므로 관련 학
년은 대문항 기준으로 분석하고, 2014학년도 3번 대문항과 같이 학년을 알 수 없는 경우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성취기준을 학년군별로 제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15학년 이후 문항은 관련 학년을 학년군으로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위 문항은 동일한 요소를 평가하나, 2013학년도
대문항 3번의 하위 3번과 같이 이질적 요소를 평가하는 경우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11) 5년(2013년~2017년)의 기간에 국어과 문항의 배점 11점을 곱하여 총 점수를 55점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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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ent analysis of Korean Language Arts items (continued)
학
년
도

교사 지식 기반

2

3

1

’17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관련 학년

화 읽 쓰 법 문 화 읽 쓰 법 문 통 화 읽 쓰 법 문 통 1
1

’16

교과 내용 지식

문항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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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1

일반
합
학습자
교수
6 지식 지식 (점수)

5
∨

2#

3

1*
∨

1
2

4

1*
∨

1
2
1
1

합 15 42 8

4

∨

4

1

1
1
1

∨

1
1
2*
1*
8

5

8

13

4

∨
2

8

0

0

3

0

0

1

0

0

0

0

7

20

24

3
1

0

55

평가하는 문항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자주 개정되는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과 내용 지
식을 더 강조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국어과 출제진들의

로, Jeon(2009)에서도 학습자 지식 문항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이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할 때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중요할 수

의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
험이 교사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과
내용 지식의 비중이 교수학적 내용 지식의 비중(20%)을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
는 문항이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어과 시험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

압도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교사 기반 지식 중 교사의 전

과 내용 지식 문항 중 명제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은 42
점 중 30점, 언어 기능이나 문법 사용 및 문학 작품 이해
와 같은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은 12점으로 사실, 개념과

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의 비중이
교과 내용 지식의 사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초
등 임용 국어과 시험이 ‘많이 아는 교사’를 선발하는 데

같은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술

초점을 두어,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일반 교수학적 지식과 학습자 지식을 평가하는

형이라는 문항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능보다는 사실이
나 개념과 같은 명제적 지식 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교사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미흡하다. 이는 선행 연
구들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전문성으로 교사 자체의

문항이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일반 교수학적 지식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고, 학습자 지식은 5년간에 걸쳐
1개 소문항만으로만 출제되어 거의 평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Jeon(2009)에서 일반 교수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1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국어사용 능력을 강조하면서 초등임용시험에서 언어 기
능 평가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과도 상치되는 것으

한 것과 달리 국어과 시험에서 일반 교수학적 지식이 출
제되지 않은 것은 국어과 문항이 교과 내용 지식 중심으
로 출제된 데다 교과 내용과 관련한 교수학적 지식을 평
가하는 문항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습자 지식이 거

재고가 요청된다. 다음 Figure 1의 문항을 보자.
왼쪽 문항은 2014학년도에 출제된 것으로 문법 영역의
교과 내용 지식을 평가하고 있다.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그 발음에 적용되는 국어 음운 법칙을 평가하는데, 연음

의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교과와 유사한 상황으

법칙과 구개음화를 알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항이다.

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넷째, 교과 내용 지식 문항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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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s of Korean Language Arts items

교사가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에 관여하는 문법
지식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제는 문항의 수
준이다. 이 문항은 음운 법칙에 대해 학습한 중학교 학생

나눈다.’는 학습 목표를 포함한 수업 개요와 수업 중 학생
대화를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가 문항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지식을 교
사의 교과 내용 지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
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문항 수준의 문제는 명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언

이러한 상황을 주지 않고 단지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음
운 법칙을 적게 하는 문항으로 바꾸어도 평가 내용은 바
뀌지 않는 것이다. 이는 Im(2008: 322)에서 문항 진술로
보면 교수 ·학습이나 교육과정과 관련짓고자 한 의도가

어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도 드러난다. 위의 오른쪽
문항 역시 2014학년도에 출제된 것으로 ‘청개구리’ 이야
기를 주고, 그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고 있다. 학생에게 읽기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있지만, 문항 해결 과정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구현되지
않아 실제로는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항이 많다고 지적
한 것과 상통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습 목
표 중심으로 수업 상황을 구성하여 그와 관련하여 교사

자신의 읽기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임용 시험에
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가 알고 해야 할 여러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문

저학년 수준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지를 묻는 것은 앞의
음운 법칙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

항을 구성하는 취지는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문항이 그러한 의
도를 살리지 못한 채 단순히 지식만 묻는다면 애써 수업

한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쉽다는 문제가 있다. 초등 교사
의 전문성이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초등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 범위가 초
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성

상황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여섯째, 저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문항의 비중이
적다. 관련 학년을 확인할 수 없는 문항을 제외한 전체 14

을 감안하더라도 평가되는 교과 내용 지식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문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
사의 지식 기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과하여 3-4학년군 5개(20점), 5-6학년군 7개(21점)에 비
교하여 매우 적다. 교과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대
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은 저학년의 평가

다섯째, 문항 형식이 의도하고 지향하는 것과 달리 맥
락과 무관한 교과 내용 지식이 출제되고 있다. 앞서 형식
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국어과 문항은 학습 목표를 중심
으로 학습 계획, 지도 내용, 학습 자료(제재 글), 학생 반응

비중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초등 교사의 전문
성이 입문기 문자 지도를 포함한 저학년 학생의 국어 지
도 능력에서 중요하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를 평
가하는 문항 비중이 낮은 것은 문제이다. 특히, 2015 개정

자료 등을 제시하는 ‘상황’ 중심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 형태와 달리 실제 평가
는 제시한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교과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의 경우 수업 상황을 설정한 의도

교육과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강화된 만
큼 문자 지도를 포함한 기초 문식성 교육과 관련된 교사
전문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어과 내용 영역 중 읽기와 문학 영역 중심으

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 음운 법칙을

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학적 내
용 지식을 종합해 볼 때 국어과 내용 영역 중 화법에 해당

평가한 문항은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2017, Vol. 21,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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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항은 7개(10점), 읽기 16개(16점), 쓰기 5개(5점),

평가 도구가 계속 변화해 왔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문법 8개(8점), 문학 16개(16점)로 읽기와 문학 영역 비중

줄곧 초등임용시험의 중핵적인 요소로서 가장 큰 비중으

이 높다. 읽기는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 측

로 평가되어 왔다. 지역과 학교, 더 나아가 교사 중심의

면에서 고루 평가되고 있으며, 문학의 경우 주로 문학적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교과 내용 지식 중심으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

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과 내용 영역 중 쓰기 영

한 이해·적용 능력은 앞으로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다

교육과정 운영이 강조되고, 교과 간 융합연계가 장려되는

역 평가 비중이 낮은 것이 눈에 뜨인다. 단어나 문장 수준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전형의 면접이나

의 짧은 답을 요구하는 문항의 특성이 반영되어 쓰기 능
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쓰기 영역 평

수업 시연에서 파악하기 힘든 교사 전문성의 부분에 집
중함으로써 2차 전형과는 다른 각도에서 수험자 간 변별

가 비중이 낮은 것은 초등임용시험이 국어과의 내용 영

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덟째,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비중이 전반적

이에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유지를 전제
로 장기적인 관점의 개선 방안과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

으로 낮은 상황에서 특히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묻는 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장기적 관

항을 찾기 어렵다. 교과 내용 지식 중심으로 문항이 출제
되어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20%에 불과
한데, 대부분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문항은 교수법과 관

점에서 볼 때, 우선 교원 양성 기관에서 강의에 참조할 수
있고 출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합의된 텍스트가 더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출제자가 보안 합숙 과정에서 겪는

련되어 있다. 학습 목표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
내용이나 방법을 묻는 문항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교수학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도 출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합의

적 내용 지식은 교수법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수업 목
표나 내용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을 평가하는 능력 역
시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포함되는 중요한 교사 전문성
요소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소문항 1개(2점)로만 이루어
졌다.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생의 성취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교사 전문성을 구성하는 중요

된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출제자는 문제의 소
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합의 가능한 텍스트인 교육
과정 문서, 교과서, 지도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험생
들도 그러한 출제 경향에 따라 정해진 텍스트들을 기계
적으로 암기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
욱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와 지도서도 시
간 압박 속에서 제작되어 특히 지도서에 수록되는 전문

한 요소라고 할 때(Lee et al., 2004; Lee, 2005; Cheon,
2005; Kim, 2006; Chung, 2008), 이에 대한 평가 비중이 지
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적인 내용의 경우 학계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것
일 때가 많고, 그만큼 임용시험에 활용하기에도 제한적이
다. 차제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별력이 다소 하락하
더라도 교원 양성 기관에서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

IV. 결론 및 제언

르칠 수 있도록 합의된 개론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면 지도서의 역할을 강
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도서의 부록에 수록
되거나 각 단원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내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13학년도 이후 시행 중인 현행
초등임용시험 1차 전형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포함
된 국어과 문항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
로 분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요약하자면 교과 내용 지식에 관한
문항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일반 교수학적 지식과 학습
자 지식에 관한 문항이 거의 없다는 점, 기능보다는 사실
이나 개념과 같은 명제적 지식에 관한 문항 비중이 높다
는 점, 문항의 수준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점, 수업의 맥락을 제공하였으나 그 맥락과 무관
하게 출제되는 하위 문항이 많다는 점, 저학년 관련 문항
비중이 적다는 점, 읽기와 문학 영역 관련 문항의 비중이
높다는 점, 교사의 평가 전문성 관련 문항이 없다는 점 등
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등교사의 선발 방식과 구체적인

용은 교육과정 변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인 경
우가 많으며, 따라서 교과서 및 지도서 작업 일정과는 별
개로 수시 논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검
토와 엄선을 전제로 지도서 부록의 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서 이를 중심으로 교원 양성 기관에서 교육에 활용
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두 번째 방안으로, 초등 국어 교사 전문
성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며, 중등 국어과 교
사에 비해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
술적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
구자들이 보기에 초등교사 선발 과정에서는 중등 국어과
교사에 비해 학습자의 문식성 발달 수준과 발달 양상, 문
식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심리적·사회문화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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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임용시험 문항 분석: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과 문항을 중심으로

이 더 비중 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
한 학계의 논의가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원인이 ‘초등학
교 교육과정’의 불균형적인 문항 출제 비중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다문화와 양극화로 인해 문식
성 지원 결핍이 누적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기초 문식성 후
원자로서 초등 학습자의 특성 및 문식성 발달에 전문성
을 가진 초등교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단기 개선 방안으로, 우선 출제 과정에서 평가틀에 기
반을 두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출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제시한 Table 5도 하나의 평
가틀로서 그동안의 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주로 평가되어
왔으며 어떤 부분이 그 중요도에 비해 덜 평가되어 왔는
가를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
문항에서 제시한 수업 상황과 하위 문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과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우선 범교과적 차
원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개별 교과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일차적으로 상황기반학습이나
상황기반평가의 개념이 좀 더 유기적인 문항을 개발하는
데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서답형 평가의 테
두리 내에서 앞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요소들을 평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나 학습자 전
문성을 서답형 문항을 통해서도 비교적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실질적인 문항 개선을 위해서는 출제 의뢰 주체인 각
시도교육청, 출제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각 교과전문가들 간에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개별 교과의 독자성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라는 평가 도구의 일관성은 상충하는 면이 있는 만큼,
평소 교과 간 긴밀한 조율 없이 출제 상황에서 특정 교과
만의 노력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문항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이 학술적으로 더 풍성
하게 논의되어 더 우수한 초등교사가 선발되고, 그 결실
로 각 초등 교실에서 더 살아 있는 국어 수업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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