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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physics education shown in the questions
on the middle-school physics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questions given in the physics section of the middle school physics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during the 2002∼2017 school years. For the analysis, the contents of physics education were divided
into the history of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physics inquiries, physics curricula, physics
learning theories, physical learning models, physical teaching-learning strategies, and physics learning evaluations. In the domains of the history of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modern
theories on the philosophy of science were frequently given whereas questions about the traditional
philosophies of science were relatively fewer. In the domain of learning theories, many questions
related to changes in misconceptions were given. In the domain of teaching-learning strategies,
comparison, concept maps, and V-diagrams were most frequently dealt with. In the domain of
evaluations, questions about the creation of checklists associated with curriculum evaluations were
repeated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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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문항에 나타난 물리교육학 내용 분석
- 2002∼2017학년도를 중심으로
강경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제주 63243, 대한민국
(2017년 9월 8일 받음, 2017년 9월 22일 수정본 받음, 2017년 9월 22일 게재 확정)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문항에 나타난 물리교육학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출제된 중등교사임용시험 물리 영역의 문항들이다. 물리교육학의
내용은 과학사 및 과학철학, 물리탐구, 물리교육과정, 물리학습이론, 물리학습모형, 물리교수-학습전략,
물리학습평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과학사 및 과학철학 영역에서는 현대적 과학철학 이론이 많이 출제되
었고, 상대적으로 전통적 과학철학에 대한 내용이 적었다. 학습이론에서는 오개념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피아제, 오슈벨 등의 학습이론이 출제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비고츠키이론에 대한 문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전략에서는 비유, 개념도, V도가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영역에서는 과정평가와 연계된 점검표 작성 부분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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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물리교사선발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논의는 교사의 전문성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을 토대로

또한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의 질과 관련해 핵심적인 요소이

물리교육학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다 [1]. 교사 전문성과 관련해 Shulman [2]은 교수내용지식

향후 물리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물리교육학의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이라는 개념을 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하였고,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이 교과내용 지식과 교육학

중요하다. 또한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학 지식이 필수적

사들이 학습 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임을 강조하였다. 교수내용지식은 내용, 학생, 교육매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2017

대한 지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학년도까지 출제된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중 교과교육학

개념으로 정의된다 [3]. 예비교사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항을 대상으로 물리교육학 영역별 출제 현황을 살펴보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등물리교사임용

왔다 [4–6].

시험 교과교육학 문항 출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중등 물리교사들은 예비교사 시기부터 교수내용지식을

한다.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과정을 보면 교양교
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직교육

II. 연구 내용 및 방법

과정 (일반교육학) 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
[7, 8]에 따르면 교사양성 교육과정 중 교과교육학 비중은

1. 분석 대상

교과내용학에 비해 적고, 특히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육학은 교과
내용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사범대학교육

이 연구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중등물

과정에만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1]. 그러므로

리교사임용시험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2002학년도 시험부

예비 물리교사의 교과교육학 지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

터 분석한 이유는 중등교사임용시험 출제 과정을 총괄하고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등교사임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사 선발과

용시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등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사신규

사임용시험은 첫 시행부터 2008학년도까지는 주관식 문항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이하 중등교사임용시험) 체제를

형태로 실시되었으나,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1

운영하고 있다. 교사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선발하는 기능을 갖는 동시에 교사 양성교육기관의 교육

이후 2014학년도부터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1차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9].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은 학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2009학

생들에 대한 교수 활동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

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1차와 2차 시험 문항까지 모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200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물리 과목 기피 현상은 매우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은 총 456문항이었고, 그

심각하다. 그러므로 물리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중 물리교육학 문항 142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있다.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다양한 수준의

각 학년도별 분석 대상 문항 수와 배점은 Table 1에 제시하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유의미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큰

였다.

영향을 미친다 [10]. 특히 교사의 교과교육학 지식은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직결되는 지식
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1]. 따라서 예비 물리교사들을

2. 분석틀 및 절차

대상으로 하는 물리교육학 교수-학습은 물리교사 양성 교육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문항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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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학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교육학

Analysis of Physics Education Theory in the Questions on the Employment · · · – Kyunghee Kang

119

Table 1. Types and frequency of items according to school years.
School year

Item typ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onstructed response
constructed response
constructed response
constructed response
constructed response
constructed response
constructed response
multiple-choice
constructed response
multiple-choice
constructed response
multiple-choice
constructed response
multiple-choice
constructed response
multiple-choice
constructed response
short-answer
constructed response
essay
short-answer
constructed response
essay
short-answer
constructed response
essay
short-answer
constructed response
essay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련 이론서들 [12–15]과 선행 연구 [16]의 분석 항목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분석틀은 물리학사 및
과학철학, 물리 탐구, 물리교육과정, 물리학습이론, 물리학
습모형, 물리 교수-학습방법, 물리학습평가의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하위 요소들은 Table 2에 제시하
였다.
문항 분석은 과학교육학 박사 1 인과 현직 물리교사 2
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 문항에 2개 영역 이상의 내용이
중복된 경우는 중복으로 표시하여 각 영역에 포함시켰고,
서술형 문항인 경우 물리내용학과 복합적으로 출제된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문항 배점 중 물리교육학 부분의
배점을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 각
분석자들의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였다.

Number of physics education items
(Total number of items)
5(17)
5(16)
5(15)
8(26)
8(26)
8(26)
7(22)
12(40)
3(4)
12(40)
2(4)
12(40)
3(4)
12(40)
2(4)
12(40)
2(4)
4(15)
3(7)
1(2)
2(10)
3(8)
(2)
1(8)
3(13)
1(1)
1(8)
3(13)
1(1)

Point distribution
(Total score)
17(70)
19(70)
19(70)
24(80)
24(80)
25(80)
26(80)
24.5(80)
40(100)
24(80)
40(100)
23(80)
40(100)
24(80)
40(100)
24(80)
40(100)
8(30)
11(30)
5(20)
4(20)
15(40)
5(20)
2(16)
12(54)
10(10)
2(16)
12(54)
10(10)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총 456
개 문항 중 142개 문항이 물리교육학 관련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점 비율을 보면 각 학년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24%∼36% 수준을 나타냈다. 2002
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는 24%∼33%로 연도별로 차이
를 보인 데 비해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배점 비율이 35%로 나타났고, 기입식,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 변경된 2014학년도부터는 30%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교과교육학 출제 비율인 25%∼35%
수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9학년도 이후

120

New Physics: Sae Mulli, Vol. 68, No. 1, January 2018

Table 2. Framework of analysis.
Category
History of physics
and
philosophy of science
Physics inquiry
Physics
curriculum
Theory of physics learning
and psychology
Model of
physics learning
Method of physics
teaching-learning
Evaluation of
physics learning

Contents
Scientific method, scientific thinking, theory-laden observation, empiricism, rationalism,
positivism, falsificationism, theory of scientific revolution, theory of research program, STS,
history of physics, etc.
Inquiry process skill, how to use experiment device, laboratory safety, etc.
Purpose of physics curriculum, changes of physics curriculum, contents element,
core content of curriculum, etc.
Piaget’s theory, Bruner’s theory, Ausubel’s theory, Vygotsky’s theory, Driver’s theory,
misconception, etc.
Discovery learning model, learning cycle model, POE model, generative learning medel,
hypothesis-testing model, cognitive acceleration model, etc.
Concept map, v diagram, analogy, questioning, etc.
Cognitive domain evaluation, affective domain evaluation, psychomotor domain evaluation,
performance assessment, development of checklist, development of test item, etc.

Table 3. The result of items analysis (frequency of items (point distribution)).
School History of physics and Physics
Physics
Theory of
Model of
Method of physics Evaluation of
year
philosophy of science inquiry curriculum physics learning physics learning teaching-learning physics learning
2002
1(3)
1(3)
3(10)
2003
1(4)
1(2)
1(2)
1(4)
1(4)
2004
1(2)
1(3)
1(4)
1(4)
1(3)
2005
1(3)
1(4)
1(3)
2(6)
3(10)
2006
1(4)
3(9)
1(3)
1(3)
1(4)
1(3)
2007
2(6)
2(6)
1(3)
2(7)
1(4)
2008
6(39)
2(7)
2009
1(2)
5*(26)
3(5.5)
2*(4.5)
4(16.5)
2(22)
2(12)
2010
2(22.5)
2(12)
1(1.5)
4(16.5)
3(6)
1(1.5)
1(2)
2011
4(33.5)
2(4)
1(1.5)
4(16.5)
1(2.5)
1(2)
3(24)
2012
3*(9)
5*(10.5)
3*(5.5)
4*(8)
1(2)
2(22)
2013
2(4.5)
3(6)
2(3.5)
4(44.5)
1(1.5)
1(2)
2014
2(15)
1(2)
2(5)
1(3)
2(4)
2015
2(15)
1(2)
1(2)
1(5)
2016
1(4)
1(4)
2(14)
1(2)
2017
1*(4)
1(2)
1(4)
2(14)
1(4)
Sum
21(108.5)
32(136.5) 20(44.5)
31(138)
18(48)
16(86)
15(69)
* Number included items with duplication contents of more than 2 areas.
※ 2009∼2013 school year: Total score is 180 points, other school years: Total score is 80 points.

부터 배점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험 출제

물리학습모형, 물리 교수-학습전략, 물리학습평가 영역이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

출제되지 않은 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내용

으로 판단된다. 각 학년도별 출제 문항 수와 배점을 분석한

영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출제 문항 수는 물리 탐구가 가장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많았으나, 배점은 물리학습이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각 영역별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역에 걸쳐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을 대

비교적 고르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영역이 전

상으로 과학교육학 이론을 분석한 선행 연구 [16]의 결과와

혀 출제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해

유사한 것이다. 배점 비율을 토대로 볼 때 물리학습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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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lpe of item using various theories.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물리 탐구, 물리학사 및 과학철학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교육과정은 출제 문항 수는 비교적
많았으나 배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출제된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물리학습
이론에서는 오개념 관련 문항 및 개념변화와 관련된 내용
(드라이버의 대체적 개념틀이론, 하슈웨의 인지갈등이론,
포스너 등의 개념변화조건 등) 이 18개 문항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는 오슈벨 유의미학습이론이 7개, 피아제
인지발달이론이 6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학년도
이후에는 메타인지학습과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론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브루너의 수업이론은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되었다.
오개념과 개념변화학습이론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강조에 따른 맥락으로 해석된다.
물리학습이론들 중 특정 이론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이

Fig. 2. Example of item related to various areas.
물리교육학에서의 내용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메타인지학습
이론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론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
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최근 학교 교육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둠 중심 탐구, 학생능동참여 학습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객관식 선다형 문항이 출제되었던
시기에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학습 이론들이 한
문항에서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반면에 2014학년도 이후에
는 문항 내용이 물리학습이론의 전 영역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출제 내용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술형, 논술형 문항에서 여러 이론 또는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리탐구 영역에서는 탐구과정기능과 관련한 내용이 가
장 많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인통제, 가설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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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 등 통합적 탐구기능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물리학습모형, 물리교수-학습 방법 등 다른 영역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Fig. 2 참조).
다음으로는 물리학사와 과학철학 영역이 많이 출제된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제 내용을 보면 반증주의, 과학혁명
이론, 연구프로그램이론 등인데, 전체적으로 현대 과학철학
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원자모형과
관련한 물리학사 내용 등도 다뤄졌고, 특히 물리내용학과
연계한 논술형 문항으로도 출제되었다. 그러나 파이어아
벤트의 무정부주의적 과학론 등 최근의 과학철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물리학사와 과학철학은 현대 과학의 성립 과정과 과학
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선행 연구
[17]에 따르면 예비 교사들이 임용시험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학습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과학철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학철학은 교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행하는 학습 지도활동과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15].
그러므로 중등임용시험에서 과학철학 관련 내용을 어느 정
도의 범위와 수준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 현직교
사,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리 교수-학습 방법 영역에서는 비유 4 개, V 도 3 개,
개념도 2개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출제되었다. 특히 비유
관련 문항은 임용시험 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출
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은 물리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8]. 그러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유가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 도입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활용은 실제 중등
교과서에 제시되거나 수업에서 활용되는 정도는 개념도가
높은 데 비해 V도가 더 많이 출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출제 내용과 중등 교육현장 적용 간의
연계가 아직 미흡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리학습평가 영역에서는 탐구능력 평가와 관련해 점검
표를 활용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태도 평가와 채점
준거에 대한 내용도 출제되었다. 평가 영역 문항은 출제
문항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02, 2003,
2008학년도 등에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물리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의 중요성과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 등을 고
려할 때 평가 영역에 대한 출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학교육 분야 연구자들은 현직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과교육학 지식으로 ‘과학 탐구’ 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과학평가’ , ‘과학교
육방법’ , ‘과학학습과 심리’ , ‘과학사 및 과학철학’ , ‘과학
교육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19].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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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물리학습
평가 영역에 대한 출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용시험 출제 내용과 예비물리교사들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리교육과정과 관련해 각 학년도마다 비교적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이 출제 문항과
비교해보면 출제 문항 수에 비해 배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물리교육과정 영역은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으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에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관련 문항들은 학년별
차시별 주요 내용 요소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학년별 차시별
주요 내용 요소가 출제되는 것은 예비 물리교사들이 실제
교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7년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등
교육과정 상시 개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교
육과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 학년도별 출제 영역을 비교한 결과 선다형 문
항으로 구성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서는 물리교
육학의 전 영역에 걸쳐 출제가 이루어진 데 비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출제 영역이 축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한된 문항 수 내에서
물리교육학의 많은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 문항에서
여러 영역을 연계한 문항 개발이 필수적이다. 물리교육학의
전 영역을 출제하는 것은 중등교사임용시험 출제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 문항에 나타난
물리교육학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2학
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출제된 중등교사임용시험 물리
영역의 문항들이다. 물리교육학의 내용은 과학사 및 과학철
학, 물리탐구, 물리교육과정, 물리학습이론, 물리학습모형,
물리교수-학습전략, 물리학습평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과학사 및 과학철학 영역에서는 현대적 과학철학 이론이
많이 출제되었고, 상대적으로 전통적 과학철학에 대한 내용
이 적었다. 학습이론에서는 오개념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피아제, 오슈벨 등의 학습이론이 출제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비고츠키이론에 대한 문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비유, 개념도, V도가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영역에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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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가와 연계된 점검표 작성 부분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 문항 분석 결과 물리교육학의
전 영역에 걸쳐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제 문항 수와
배점 비율을 고려할 때 학습모형, 교수-학습 방법, 과학철학
등의 영역에서 일부 내용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리교육학 관련 내용은 물리교사의 PCK 지식에서 핵심
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중등물리교사임용시험에서 출제
되는 물리교육학 내용 분석 내용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물리교육학 관련 교과의 교수-학습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물리교육학 관련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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