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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적분은 실생활을 비롯하여 수학 이외의 다른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 학문의 기초적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유용한 교과이다. 그러나 현

재의 미적분교육은 형식적 기호조작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며 미적분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평가는 교수․학습의 지표가 되며 수능이 학교

수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평가문항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P Calculus는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미적분

의 일반적인 적용방법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능 미적분 문항과 AP Calculus

문항의 수학적 표현을 분석하여 평가문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능에 출제된 미적분 문항들은 주요 개념을 주로 수식

이나 수학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으며 문제해결과정에서 정의와 공식의 응용

을 강조하였고 정형화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미적분의 실제적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 AP Calculus에 출제된 문항들은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각기

다른 관점에서 표현에 따른 다양한 수학적 의미를 균형 있게 평가하였으며 각

각의 표현간의 번역과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여 미적분의 다양한 관점에 대하

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직관과 형식적 연역을 모

두 중시하여 각기 다른 학습방식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의 중립성

을 유지하였다. 또한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생활 및 자

연 현상을 사실적으로 도입하였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근삿값과

평균값을 구하게 하거나 그래프를 통해 전제적인 양상을 예측하고 식과 상황간

의 변환을 요구함으로써 현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시도하였다. 구성적 관점

을 강조하는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평가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적분, 수학적 표현, AP Calculus, 수능문항분석, 표현간의

번역과정, 평가문항 개선

학 번 : 2013-2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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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수학을 이중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학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며 수학은 현실은 반영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수많은

기호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적분은 수학의 핵심적 아

이디어의 총체이며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수학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수학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미적분은 특히

단순히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는 차원을 넘어 특정한 순간의 상황을 묘사

하고 앞선 미래까지도 예측가능하다. 또한 경제 경영,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의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과정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고

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유용하고 현실지향적인 과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적분교육은 개념 자체의 난해한 추상성에

서 기인하는 어려움에서 시작하여 알고리즘, 대수적인 계산 등 문제풀이

를 위한 형식적인 기호 조작에 편중된 상태이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학

생들은 미적분의 맥락과 응용가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채 단지 진

학을 위한 수단으로 수동적인 학습을 하거나 흥미를 잃고 거부감만 늘어

나고 있어 학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포함되

는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적분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학습장애와 오개념 분석 및 지도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관하여 수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대수적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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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지도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

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완영(2006), 정연준(2010), 강향임(2013)은

미분계수의 이해에 역사적 근원문제인 접선문제와 속도문제를 적극적으

로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조완영(2012)과 이현주(2015)는 더 나아가

미분계수의 대수적·기하적 표현과 응용 상황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

는 미분계수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

분계수 개념의 이해를 분석하였다. 또한 Vivier(2013), Biza(2015)는 상대

적으로 좀 더 익숙한 접선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하적 관점을 증대시킴으

로써 대수적 접근을 보완하는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최영란, 조민식(2011)

은 기하적 표현을 강조하여 미분계수를 도입하는 핀란드의 수준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의 미적분 개혁 운동은 개념의 기호적 표현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표현에 관한 관계 해석을 강조하며 개념의 적용에 초

점을 두었으며 특히 대학과목선이수제도인 AP Calculus과정은 미적분의

개념, 문제,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graphically, numerically,

analytically, and verbally)에 의한 접근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

계산이나 내용의 암기가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에 기반을 둔

미적분의 학습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College Board, 2012).

위와 같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지도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미적분의 평가문항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는 교수·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

히 진학이 최우선의 목적으로 중시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의 과정은 결국 평가의 결과로 대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

실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문항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교육과정에 상당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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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면 평가문항은 곧 교수·학습방법의 지표가 된다

고도 볼 수 있으며 평가문항의 개선은 미적분 교육의 개선에 있어서 가

장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수학적 표현과 일반적 적용방법을 강조하는 AP

Calculus의 평가문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

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적분 문항에 사용된 수학적 표현을 살펴본 후,

AP Calculus의 문항을 분석하여 특징을 알아보고 두 가지를 비교할 것

이다. 이와 같이 평가문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학습의 시작과

끝을 일치시키고 현실의 상황과 수학적 상황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결과

적으로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의 눈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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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적분문항과 AP Calculus의 평

가문항에 나타난 수학적 표현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미적분 교육의 문제

점을 재해석하고 평가문항의 개선을 위한 수학적 표현의 특징과 적용가

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수능 미적분 문항과 AP Calculus 평가문항에서 요구되는 수학적 표

현간의 번역과정 및 상호보완적 역할은 무엇인가?

2) 교수학적으로 가공된 상황에서의 미적분 학습과 실생활 및 자연 현상

에서의 실제적 적용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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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함수적 사고와 미적분

1. 미적분에서의 함수 개념

학교수학에서 미적분 지도의 주요 목적은 함수적 사고의 육성에 있다.

함수는 미적분의 연구 대상으로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표현양식 또한 상이하다. 함수 개념은 고전적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속관계’를 설명하고

기술하고 조직하기 위한 도구로서 도입되었다. 이후 집합사이의 일가성

을 갖는 임의적 대응관계로의 현대적인 함수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두 개

념은 함수의 고전적인 의미 가운데 본질로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의 함수 개념은 역동적이며 변화현상과의 관련성이 풍부

한 데 비해 후자는 정적이며 추상적인 형식을 가짐으로써 현상학적으로

나 교수학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정호, 1998).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Nicholas(1966)는 함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

을 강조한 세 가지 정의를 소개하면서 각각의 관점을 한 마디로 요약하

여 ‘대응 법칙(rule)’, ‘순서쌍의 집합(set)’, ‘변수(variable)’1)라 하였다. 특

히 ‘이 함수는 항상 증가한다.’ ‘이 함수의 변화율은 항상 일정하다.’와 같

1) (a) A function is a variable so related to another variable that to each value

of the latter there corresponds uniquely a value of the former.

(b) A function is a set of ordered pairs, no two of which have the same first

component.

(c) Given a set of ordered pairs such that no two have the same first

component, the rule of correspondence which associates each second

component with the corresponding first is called a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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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현의 주어(함수)를 대체할만한 정의로는 ‘변수’가 가장 적합하다는

예를 들어 미적분의 교수 학습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정의는 ‘변수’ 관

점의 정의라고 하였다.

이렇게 ‘변수’로서의 함수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함수적 사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물리적, 사회적인 변화 현상 속에서 종속관계를 인식

하고 이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문제 상황의 중요성

6차 교육과정의 ‘문제해결력의 신장’,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학적

힘(mathematical power)’의 연장선으로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각

단원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교과역량’이

제시되었다. 수학교과역량은 ‘수학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

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생활 및 사회 자연 현상에서의 활동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2)

특히 미적분은 수학의 여러 교과 중 가장 현실 지향적이며 널리 응용되

2) (나)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 현상 등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탐구하고 이를 일반화

하게 한다.

(라) 창의·융합 능력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수학과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바) 정보 처리 능력

실생활 및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자료를 탐색하여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정

리, 분석, 평가하며 분석한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사) 태도 및 실천 능력

수학을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과 관련지어 지도하여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

성을 알게 하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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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목으로 교육과정에 그 목적과 성격이 명시되어있다.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1989)와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미적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실생활과 다른

분야로의 지식의 적용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언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진학 학생들은 극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타 과목에 이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적분의 핵심 아이디어는 함수의 이해를 깊게 하고 실세계의 현상을 나타내고 그

현상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는 데 있어서 함수의 유용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한다.

(NCTM, 1989)

미분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이다.…자연과학이나 공학뿐 아니

라 경제학, 사회학 등 변화현상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미분법의 학습

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수학적 문제 해결 능

력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교육부, 2015)

또한 수학과의 목표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

하며,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

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학교수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

주 언급되는 내용은 실생활 몇 사회·자연 현상에서의 구체적 상황의 필

요성이며 앞서 언급한 함수적 사고의 육성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PISA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적용하며 해석하는 개인의

능력을 수학적 소양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평가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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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ISA 2012 평가틀

형식화하기 과정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능력을 인식하

고 구체화하며 문제에서 수학적 상황을 형식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학

적 구조를 찾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학적 상황을 형식화하는 데에

는 실세계 맥락 문제의 수학적 측면을 구체화하고, 문제 또는 상황에서

규칙성, 관계, 패턴을 포함한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기 등의 활동이 요구

된다. 이용하기 과정에서는 수학적 개념, 사실, 과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연산과 조작의 수행과 수학적으로 형식화된 문제로부터 수학적 해를 구

하기 위해 개념과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해석하기 및 평가하

기 과정은 수학적 결과물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해와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실세계의 문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결과나 결론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

는지를 나타낸다. 수학적 결과를 해석, 적용, 평가하는 과정에는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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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실세계 맥락의 문제에 다시 대입하여 해석하기, 실세계 맥락문제

에서의 수학적 해의 합리성 평가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결국 수학적 능력이란 수학적으로 형식화된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얻어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와의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즉 위 평가틀의 순환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미적분에서의 수학적 표현

1. 수학적 표현의 의미

1.1 수학교육에서의 표현체계

표현의 정의는 학문과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정의

를 내리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외적표현과

내적표현으로 설명한다. Janvier(1987)는 representation을 ‘수학적 내용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호나 다이어그램, 그림, 그래프, 식, 표 등의 물리적

대상’과 ‘주체의 정신적 실체인 이미지, 관념’ 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장

혜원(1997)은 전자를 표현, 후자를 표상이라고 구분하였다.

표현의 정의만큼 표현체계에도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며 여러 개의 분

류체계가 등장하였다. 특히 표현간의 상하관계, 특정한 표현을 우위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초기에 등장한 Bruner

의 EIS이론은 표현을 활동적-영상적-상징적 표현의 세 가지 양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식의 최종형태를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활동적 표현과

영상적 표현은 상징적 표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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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runer의 이론은 일반교과를 바탕으로 전개된 내용으로

Lesh(1983)는 이를 보완하여 수학교과에만 국한된 다섯 가지(실세계 상

황, 조작적 도구, 그림, 구어적 기호, 구문적 기호)의 표현체계로 세분화

하였으며 Bruner와 달리 각 표현체계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Skemp(1987)는 좀 더 단순하게 다이어그램이나 도형, 곡선 등의 시각적

기호와 식, 문자 등의 언어 대수적 기호 체계로 나누었으며 시각적 기호

는 언어 대수적 기호보다 훨씬 유용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의사소통이 어

려운 반면 언어 대수적 기호는 이와 상반된 특징을 가지므로 두 기호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장혜원(1996)도 각 표현 체계는 보다

어려운 표현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가장

적절한 최종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보았다. NCTM은 수학교육에서 표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경향에

따라 2000년 발간한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에서

representation을 하나의 규준으로 소개하면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교환하

고 문제를 해결하며 실세계 현상을 해석하고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상황

과 맥락에 적합한 수학적 표현을 선택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

의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표현의 분류체계가 등장하였지만 어느 한 표현을 우위

에 두기보다는 각 표현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인정하

는 방향으로 발달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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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수학교육에서의 표현체계

Bruner
활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Lesh
실세계

상황

조작적

도구

정적인

그림모델

구어적

기호

구문적

기호

Skemp
시각적

기호

언어 대수적

기호

1.2 각 수학적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

Janvier(1987)는 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양식을 상황․언어적 묘

사, 표, 그래프, 공식(verbal, tables, graphs, formulae)의 4가지로 분류하

였고 이에 따라 각 수학적 표현의 특징과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수학이 상징과 기호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배

제하고 수학을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언어능력과 학업능력 사이

의 관계를 탐구한 많은 연구들은 언어능력이 학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

며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얻

었다. 김용권(2009)은 극한, 미분, 적분 영역에서의 수학적 언어의 사용

수준을 명시적 언어, 관계적 상징, 분석적 언어, 관계적 언어 수준의 4가

지로 나누고 학생들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용어의 의미나 정

의를 설명하는 분석적 언어의 사용 수준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학생들이 수학적 용어와 기호에 대해 문제를 푸는 방법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나타내는 정의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두 번째, 표는 관계나 사상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표현하기에 편리하며 해당하는 값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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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표로 나타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Dreyfus, Eisenberg, 1982), 또한 쉬운 조작을

통하여 어려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정확성에 있어서 표나 대수식에 비해 뒤떨어지지만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는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요약하여 효과적으로 전

달 할 수 있다. 변화상태, 주기성, 패턴의 성질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 집합들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

다. 또한 문제 상황의 전반적인 구조를 시각화하여 앞으로의 경향이나

추세를 예측할 수도 있다. Leinhardt, Zaslavsky & Stein(1990)은 함수와

그래프 연구들을 해석과 구성의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고 또한 그래프

과제는 예측, 분류, 번역, 축척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선행연구들을 분

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석은 그래프와 함수식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얻

는 활동으로 그래프의 해석할 때는 특정한 점을 다루는 점별 접근방식과

전체적 경향을 분석하는 광의적 접근방식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함수식이나 표로부터 그래프

를 그리거나 그래프에서 식을 세우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에

의존하는 해석과 달리 구성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

들어 내는 활동으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주어진 조건이

식을 결정하는데 유용할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더 어려울 수 있다. 특

히 측정과 패턴을 찾는 예측과제는 사전점검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한 가

지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보다 구성이 큰 비중을 차

지한다고 하였으며 표현 간의 번역은 해석과 구성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송정화(2001)는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고

등학교에서의 그래프 활동은 양적인 측면과 대수식 및 표로의 번역에 치

우쳐져 있다고 하며 변화현상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의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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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활동과 타 영역과 연결하여 학습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수식은 네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보

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학생들이 느끼

는 부담감이 큰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김영국, 2008).

1.3 표현간의 번역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표현간의 이해와 연결이 중요하

며 이와 관련하여 Janvier(1987)의 연구를 살펴 볼 수 있다. Janvier는

함수의 표현 양식간의 번역과정을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표현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2-2> 표현간의 번역과정

target

source

상황·언어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

상황·언어적

표현
측정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모델링

표 읽기 점 찍기 공식 알아내기

그래프 해석하기
점의

좌표읽기
곡선 알아내기

공식
매개변수

인식하기
계산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표 2-2>의 네 번째 줄 세 번째 칸의 점의 좌표읽기는 그래프(source)

를 표(target)로 나타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의 점찍기는 표(source)를 그래프(target)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활

동이다. 장혜원(1996)은 표현간의 번역은 가장 포괄적인 활동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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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제 해결력의 신장은 물론 의미 충실한 개념 학습을 유도할 수 있

으므로 이와 같은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Bosse, Adu-Gyamfi & Cheetham (2011)은 더 나아가 학생들의 일차함수

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차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간

의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취약점을 연구하였다. 수학적 표현이

잘못 번역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

고리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번역하려는 표현과 번역하고 난 후 표

현의 속성이 일치하는지, 명시되지 않은 것 이외의 의미가 일치하는지와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오류를 정리하였고 번역된 후의 표현이 모호할

수록 어려운 번역과정으로 보았다. 그 결과, 표와 그래프 사이의 번역,

수식에서 표로의 번역 등이 가장 쉬운 유형임을 확인하였다.

2. 수학적 표현의 역할과 가능성

2.1 미적분교육의 문제점

현재 미적분교육의 문제점은 미적분의 원리와 응용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문제풀이를 위한 형식적인 기호 조작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수많은 연구들(Orton, 1980; Tall, 1985;

Artigue, 1991; 우정호, 1998)이 시행된 결과 미적분 자체의 추상성에서

기인한 내용의 어려움과 대수적 계산, 형식적인 알고리즘에 집중하는 지

도방식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학적 표현의 관점에서 기호적 표현에 집중되는 경향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알아보면 수학사의 발달 및 수리철학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17세기 이후 대수적 방법이 중심이 되고 공리 중심

의 구조주의 수학의 영향으로 수학이란 엄밀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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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식이 만연해졌다. 수학에서 직관은 배제되었고 시각적인 것은 수학

이 아니며 수학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시각적 표현은 그 역할이

축소되고 지위가 격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수학에도 영향을 끼쳐

학생들은 함수의 본질은 기호적 표현 양식인 식이며 그래프는 그것을 시

각화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우정호, 1998). Tall(1991)은 학

생들이 시각적인 것 보다는 대수적으로 생각하려는 강한 경향성을 가지

고 있는 원인을 미적분을 하는 것을 수나 기호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것

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Stylianou(2011)는 표현의 중

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막상 학생들은 여러 가지 표현유형 중에서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표

면적인 모습만을 추구하거나 각각의 표현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이 원인

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학생들은 미적분을 단순히 도함수

를 구하고 적분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실제 수업과 평가에서 미적분의 맥락과 응용가치

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2.2 미적분 학습 개선을 위한 수학적 표현의 가능성

NCTM(1989)은 모든 학생들이 미적분을 형식적 수준에서 학습할 필요

없이 체계적이지만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핵심아이디어를 탐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래프적인 관점과 수치적 관점을 언급하였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는 대수적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서 다양

한 관점을 적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지도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연준(2010), 조완영(2006), 강향임(2013)은 미분계수의 이해에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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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문제인 접선문제와 속도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으

며 조완영(2012)과 이현주(2015)는 미분계수의 대수적·기하적 표현과 응

용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분계수의 통합적 이해를 정의하고 연구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좀 더 익숙한 접선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하적

관점을 증대시킴으로써 대수적 접근을 보완하는 연구도 다수 시행되었

다. Vivier(2013)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접선에 대한 개념들을 분석하

고 연결하여 그래프적, 대수적, 함수적 요소를 모두 갖춘 접선의 개념을

재구성하였으며 Biza(2015)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접선에 대한 개념들

을 분석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를 선정하여 접선개념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핀란드의 수준별 수학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분에서 함수의 증가율이라는 기하학적 관점으로 미

분계수를 도입하며 접선의 기울기로 미분계수를 정의하고 접선의 기울기

를 근사적으로 구하여 미분계수 값을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영란,

조민식, 2011). Goerdt(2007)은 기호적 표현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교과

서와 다양한 표현과 표현 간 번역 활동 및 응용을 강조한 개혁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을 연구하여 개혁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이 미분개념을

더 유연하게 이해하였으며 서술적 표현도 능숙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Pinto, Tall(1999)은 학생들이 해석학의 정의와 증명을 다루는 방식의

연구에서 개념이미지로부터 개념정의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과 개념정

의로부터 형식적으로 연역함으로써 의미를 추출하는 두 가지 학습전략을

확인하였다. 의미 부여하기 전략은 계속적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작용하

면서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의미 추출하기 전략은 다른 개념이미지

와 관계없이 학습을 진행해나가므로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이전의 지식

구조와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두 가지 전략 중에서 보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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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경우에는 유연한 사

고가 가능하며,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하나의 교수법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함으로써 개념이미지를 활용한 교수 학습 전략에 시사점

을 남겼다.

3. 미적분 개혁운동

1980년대 후반 미국 대학에서는 미적분학 수강생들의 계속된 성적하락

으로 과반수가 낙제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공계의 다른 전공에도 영향을

미치자 미적분학 강좌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다수의 학

생들이 탈락하고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도 다른 분야에 응용할 만큼 실제

적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의견까지 더해

져서 미적분 개혁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는 다수의 프로젝트 팀의 공모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강연 대신

학생들의 협동학습이 중심이 되고 컴퓨터와 계산기를 사용하며 실생활

응용을 강조하는 등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교재 개발에 있어

서는 하버드협의회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교재 구성을 위한 두 가지

기본원칙으로 3(또는 4)의 원칙과 Archimedes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Archimedes의 원칙은 실제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고 3(또는 4)의 원

칙은 모든 수학 주제는 반드시 그래프로, 수치적으로(값 또는 근삿값),

대수적으로(기호적, 공식) 그리고 언어적으로(내용을 완전한 일상문장으

로 설명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는 것을 뜻한다(최은미, 2009). 이러한 기

준에 따라 편찬된 새로운 교재는 외형적으로 정리의 증명들이 짧아지고

도표와 그래프가 많아진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과 충돌하면서 수학계는 ‘전쟁’이라고 불릴



- 18 -

만큼의 분열을 겪었으며 학자들 간에도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10～20년이 지나면서 각 기관에서는 개혁적 미적분의 시

행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들이 매우 다르

게 나타나면서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중

이다. 그러나 그동안 얻은 성과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수학

기반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이었으나 높은 수준의 강좌에서는 준비

가 부족하여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교

수의 편견과 사전준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미적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타 전공

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교과과

정에 많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은미(2009)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도입하기 위해

서는 수학적 기술보다는 개념이 먼저가 되도록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하

며 공식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한 학생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제 3 절 문항분석과 평가

1. 문항분석의 선행연구

문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선행연구 중에서 특히 문항의

수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 Mesa, Suh, Blake & Whittemore

(2012)의 연구와 Tallman, Carlson, Bressoud & Pearsont(2016)의 연구를 살

펴볼 수 있다. 전자는 10개 대학에서 사용되는 대수교과서의 예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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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후자는 150여개 대학의 Calculus Ⅰ의 기말시험 문항을 분석

하였다. 두 연구는 문항에서 사용된 수학적 표현을 symbols, tables,

graphs, numbers, verbalizations의 다섯 가지와 symbolic, tabular,

graphical, definition/theorem, applied/modeling, proof, example,

explanation의 여덟 가지로 각각 세분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단계, 답변의 유형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에서 사용된 표현 중에서 기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

황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며 이해

와 적용보다는 회상과 절차의 적용과 같은 낮은 인지적 단계를 요구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AP Calculus와 대학수학능력평가

2.1 AP Calculus

AP Calculus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미리 이수하기 위한

제도인 AP Program의 하나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학 입학 후에 배우게 되는 미적분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AP

Program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간에 교육의 연계성 및 수월성을 추구함으

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입시를 위한 반복적이며 소모적인 수업 방식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며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풍부한 사고

력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제시되었다. 뿐

만 아니라 대학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입학 후 수

강과목의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AP exam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는 것

은 과정을 완전하게 이수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에서 성공적인 학습의 가

능성을 뜻하기도 한다. 여러 연구에서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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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큰 학문적 성과를 얻는 경우를 관찰하

였고 이러한 점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P Calculus는 미적분 개념의 이해를 발달시키고 응용 경험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적분의 개념, 결과, 문제에 대해

서 다양한 표현(graphically, numerically, analytically and verbally)에 의

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이들 간의 연결을 중요하게 다룬다. 또한 단순

계산이나 내용의 암기가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에 기반을 둔

미적분의 학습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AP Calculus course

description)

AP Calculus가 지금의 목적을 갖게 되기까지 1989년부터 시도한 변화

가 큰 역할을 하였다. 1989년 AP Calculus를 주관하는 ETS는 미적분

개혁의 움직임을 AP Calculus과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많은 내용들

을 적용하였다(Kennedy, 1997). 이에 따라 새롭게 고안된 교육과정은 강

의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순 암기에 의한 재

생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미적분의 계산보다는 개념의 이해를 강조하고 그래프

와 수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함수를 탐구하며, 함수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 문제를 다루면서 산술적인 해가 아닌 실제적인 해를

구하는 과정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97년 시험부

터 일정 부분에 계산기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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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미적분개혁 운동의 영향에 따른 변화

약화되는 내용 강화되는 내용

미적분의 계산 미적분의 개념

공식, 정리, 알고리즘 하나의 미적분으로의 통합적 관점

대수적 함수 수치적 데이터로부터의 그래프 탐구

교사의 설명 학생의 설명

일정한 형태의 문제 널리 응용될 수 있는 방법

그래프는 마지막 결과 그래프는 분석의 수단

대수적 해를 찾기 현실적 해를 찾기

적분의 기술 적분의 응용

단위강조하지 않음 단위강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45개의 선다형 문항 6개의 자유응답문항 두

가지 형태로 3시간 15분 동안 진행되며 각각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항과 계산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문항으로 나뉜다.

<표 2-4> AP Calculus의 문항출제형식

문항 형식 문항수 시간(min)

선다형
계산기 사용불가 28 55

계산기 사용가능 17 50

자유응답
계산기 사용가능 2 30

계산기 사용불가 4 60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AP

Course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미적분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대학에서의 공부습관과 동기에 대한 연구(Gibson, 2013),

AP exam과 대학교육과정으로의 전이 및 성취결과와 연관을 짓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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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y, 2000)등이 있었다.

2.2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전의 학력고사가 단편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들

로 출제되어 고등학교 교육이 암기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고차적인 사

고력의 측정을 강조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목적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사고력 중심의 고차적 정신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도입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본 취지는 같지만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입시부담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수능 실시 초기 단계에는 사고력 중심의 통

합교과적 시험으로 대학수학 적격자 선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출제범위가 선택중심의 교과와 연결되면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

하는 학업적성검사의 성격에서 벗어나 각 교과의 학업성취도 시험의 특

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김신영, 2008; 이종승, 2009).

이러한 상황 속에 올해 2017학년도 수능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

도록 ‘교과 내용 중심’으로 출제하되 학교교육을 통해 신장된 사고력을

평가하고 현재보다 조금 더 쉬운 수능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수학영역의 출제범위와 형식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하였는데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수학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연계

에서 미적분 관련문항이 3∼5문항으로 감소하였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열은 제외되고 자연계열에서는 선택과목 5문항을 포함하여 3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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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 10문항 정도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후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인

문계열에 다시 포함되었으며 이후에는 단위 수 비율대로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변화는 수능 문항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남진영(2011)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출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2011학년도 수리영역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시험부담을 경감시키

기 위하여 난이도 및 문항 수와 배점을 재구성하고 단답형 문항을 증가

시켜 선발고사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며 다각도에서 심도 있는 탐구수행

을 위해 특정 유형의 문항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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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평가 문항에 나타난 수학적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수학

능력시험 수학(수리)영역과 AP Calculus 문항을 분석하였다. 수능과 AP

Calculus는 주최기관, 시험의 성격, 시험형식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

다. 수능은 선다형 21문항과 단답형 9문항이 출제되고 AP Calculus는 선

다형 45문항과 여러 개의 하위문항을 가진 자유응답형 6문항이 출제되며

일부 문항에 한해서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

고 두 시험의 수학적 표현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미국은 우리와 비슷

한 문제에 직면한 후 ‘수학전쟁’으로 불리는 미적분 개혁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았

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차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다형 문항과 자유응답형 문항으로 나누어서 비

교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자연계에 출제된

극한과 미분, 적분단원의 선다형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는 예체능, 인문, 자연 계열로 구

분하여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예체능계열은 폐지되었고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에는 교육 과정의 개편으로 인하여 인

문 계열에서 미분과 적분 단원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 2012학년도

부터 다시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예체능 계열과 인문 계열의 문항은 연

속적이고 일관적인 문항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인문 계열에서 출

제된 문항의 다수가 자연 계열의 출제문항과 중복되므로 자연계열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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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문항 중 124문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AP Calculus 과정은 AB와 BC로 나뉜다. AB과정은 극한, 미분, 적분을

다루고 있으며 BC과정에는 AB과정의 내용에 멱급수, 테일러급수 등 우

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AB과정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AP Calculus의 시험은 선다형 문항과 자유응답문항

으로 나뉘는데 자유응답형식의 기출문항은 모두 공개하지만 선다형 문항

의 경우에는 특정 연도에 실시된 문항만 공개하므로 미적분 개혁운동의

내용이 반영된 이후의 문항을 중심으로 자유응답문항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24문항을 분석하였으며3) 선다형 문항은 1998, 2003, 2008년

의 135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3) 현재 colledge board 홈페이지에는 2002년도부터 자유응답문항이 공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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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미적분문항(1994학년도- 2016학년도)

극한 미분 적분

수열

의

극한

함수

의

극한

미분계수

와

도함수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부

정

적

분

정적분

의 계산

정적분

의 활용

1994-1 2,11 18

1994-2 5 2 6 3 20

1995 26 10,25 17,27 4 11

1996 9 7 30 4,11 16

1997 4,9,14 10 23 11

1998 20 4 13 19

1999 7 3 11

2000 11 4

2001 11 4 20 21

2002 4 9 19

2003 8 24 16

2004 5 21 24

2005 ,27 13,28 8,10 4,29

2006 13,15 3,16 9,29 20,28

2007 17 3,9,26 7 29 27 8

2008 17 3,8,28 6,27,29

2009 13,14 6,9 11 28 3,27,29

2010 15 3,8,28 17,27 29

2011 10 8,30 27 28,29 17

2012 2,14 18,19 16

2013 14 15 21 12 19

2014 15,18 12 21 13

2015 7,13 2,20 14 4,9

2016 13 2 21 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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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앞 장에서 수학교육에서의 다양한 수학적 표현체계에 대하여 언급하였

다. 본 연구의 주된 과제는 평가문항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에 국한하

여 좀 더 세부적인 표현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행연구의

문항분석틀과 교과서 및 수능 일부 문항의 사전 검토를 거쳐 미적분단원

의 주요개념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학적 표

현을 재분류하였다.

<표 3-2> 문항분석에 사용된 수학적 표현의 분류

분류 특징 예시 비고

상황
변화현상 표현

구체적
상황묘사

ㆍ무한히 멀어진다.

ㆍ점점 가까워진다.

ㆍ(거리,방향,속력 등)의 상태를 설명함.

구체적

상황

(맥락)

수치
수치적 값에

중점

ㆍ하나의 상황에 대한 일련의 값

ㆍ증감표

그래프 기하학적 실제 ㆍ

수식
상징과 식의

전개

ㆍ′,



ㆍlim
→


  ,






ㆍ미적분관련 공식
압축된

상징

(함의)
수학
용어

수학에서만
사용하는 언어,
정의, 정리

ㆍ증가, 감소, 오목, 볼록,

ㆍ연속, 미분가능 ,접선의 기울기

ㆍ극댓값, 최솟값, 변곡점

ㆍ평균값 정리

ㆍ넓이, 회전체의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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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표현은 실생활 및 자연현상에서의 변화현상이나 특정한 문제 상

황을 묘사하는 표현을 말하며 수치 표현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일련의

값이나 미분에서 자주 쓰이는 증감표를 포함하였다. 그래프는 위치를 포

함한 기하적 의미를 나타내며 형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문들은 제외

하였다. 예를 들어, 접선의 기울기라는 조건은 이미 수많은 문제해결과정

을 통해 미분계수와 동의어로 생각하여 굳이 그래프를 그려서 접선의 기

울기를 확인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상황, 수

치, 그래프 표현은 변화현상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므로 맥락이 존

재하고 특정한 수학적 지식 없이도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공통점

이 있다.

수식은 미적분개념의 기호와 공식을 포함하였으며 수학적 용어는 미적

분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정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는 구체적 상황을 동반하지 않는 표현으로

맥락의 풍부함이 부족하지만 압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간결하고 조작

이 편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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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내용

첫째, 수능 미적분 문항과 AP Calculus 문항 중 선다형 문항에 사용된

미적분 개념의 수학적 표현의 분포를 각각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

다. 문제의 지문에서 사용된 표현과 보기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문제의 지문이나 보기의 형식에 드러나지 않고 문제풀

이과정에서만 미적분이 사용된 경우는 풀이방법이 유일하지 않고 다양하

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그리고 수능초기와 비교하여 시험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진 만큼 교육과정별(연도별)로 추가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가

문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미적

분 교육의 문제점을 재해석하고 수능과 AP Calculus의 미적분에 대한

평가방향을 비교할 것이다.

둘째, AP Calculus 자유응답형 문항에 나타난 미적분 개념의 수학적 표

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자유응답형 문항은 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된다. 따라서 실생활 및 사회 자연현상을 수학외적상황으로,

수학에만 국한된 경우를 수학내적상황으로 나누어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고 여러 개의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경우 각 표현의

조합과 각각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하위문

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PISA의 평가틀을 이용하여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

을 이용하여 하위문항의 전개방식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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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문항 분석 결과

1. 수능과 AP Calculus 선다형 문항 분석결과

1.1 지문의 분석결과

수능과 AP Calculus 선다형 문항의 지문에 제시된 수학적 표현을 분석

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지문에 사용된 수학적 표현

지문
문항수 비율(%)

수능 AP 수능 AP

상황 11 21 6.5 11.2

수치 0 12 0 6.4

그래프 21 22 12.4 11.7

수식 75 71 44.4 37.8

수학용어 63 62 36.7 33.0

AP Calculus는 수능에 비하여 상황과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많이 사

용하였으며 수능은 수식과 수학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수치

표현을 사용한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 상황

상황 표현을 사용한 문항은 AP Calculus에서 더 많이 출제되었다. 익숙

한 속도․거리문제와 관련하여 입자의 움직임을 다룬 문항이 많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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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적분단원에서 AP Calculus는 입자의 움직임이외에도 넓이, 부피

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상황표현이 사용된 문항의 분류

분류
구체적 상황

수능 AP

외적

실생활

․열차의 속도

․자동차의 이동

․물통이 새는 상황(2)

․두 사람의 움직임

․오일 파이프

․물탱크 부피변화

․피자 온도 변화

과학 ․열기구의 고도변화 ․열기구의 고도변화

사회 ․제품의 생산비

․인구증가율

․루머의 확산 속도

․도시의 인구수

내적

극한 ․포물선 위의 점의 이동

미분
․원의 중심의 이동

․원 위의 점의 이동
․입자의 움직임(5)

적분 ․수직선 위 점의 이동

․입자의 움직임(3)

․입체의 부피

․삼각형 넓이 변화

․원의 넓이 변화(2)

․구의 표면적 변화

· 수치

수치 표현은 표나 하나의 상황에 대한 일련의 값을 포함한다. AP

Calculus에서는 12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이 중 표를 사용한 문항이 6문항

이고 나머지는 하나의 상황에 대한 값을 여러 개 제시하였다. 중간값 정

리를 포함하여 미분의 정리에 대한 문항이 4개, 특정 구간을 찾는 문항

이 2개, 근삿값을 구하는 문항이 4개, 역함수 값을 구하거나 속도를 이용



- 32 -

하여 위치를 추측하는 문항이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되었다.

[그림 4-1] AP Calculus 선다형 1998년 26번 문항

표의 장점은 편리하고 값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26

번 문항은 중간값 정리에 관한 문항이다. 중간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미분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수업시간에도 중요하게 다룬다.

학생들도 직관적으로는 쉽게 이해하지만 뚜렷한 공식 대신 조건과 결과

로 이루어진 명제이기 때문에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잊어버리고

결과만을 기억하기도 하고 서술형 문항이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평가하

기에 곤란한 부분이다. 따라서 다른 문항에 함께 출제하거나 서술형 문

항의 증명과정으로 출제되었는데 위의 문항은 정리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여 중간값 정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는 제한된 정보를 나타낸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오류를 이끌어낼 수 있다. 2008년 14번 문항도

     네 군데에서의 ″의 값만 표로 제시하고 옳은 명제를 찾

는 것으로 증가, 감소구간, 극대점과 변곡점, 오목한 구간이 보기로 주어

졌다. 이계도함수가 주어졌으므로 A, B, C를 제외할 수 있다.  에서

이계도함수 값이 이고  과  에서 부호가 변하지만 의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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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값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히  에서 변곡점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D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은 변곡점의 정의

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그림 4-2] AP Calculus 선다형 2008년 14번 문항

․그래프

그래프를 사용한 문항의 비중은 비슷하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수능은 21문항 중에서 7문항에 사용된 그래프가 수식이 함께 제시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AP Calculus의 문항에 사용된 그래프는 모두 수

식이 제공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수식의 제시 여부에 따라 문

항에서 그래프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수식이 제시된 경우는 그래프가 없

어도 문제해결이 가능하여 그래프가 문제 상황의 이해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식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에는 그래프 자체의 해석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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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점별 접근보다는 구간 및 전체의 경향을 중

심으로 접근하는 문항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4-3] AP Calculus 선다형 2003년 7번 문항

2003년 7번 문항은 수식이 제시되지 않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증가

구간, 감소구간, 극솟점과 미분 불가능한 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보기

에 주어진 개념에 대하여 대수적 성질보다는 기하적 의미를 통한 직관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P Calculus는 미분의 주요 개념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함으

로써 개념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하고 기하적, 대수적

성질을 골고루 강조함으로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래의 세 문항은 공통적으로 증가, 감소구간을 물어보고 있지만 문제의

조건인 도함수에 관한 표현을 수식, 표, 그래프로 모두 다르게 제시하였

으며 이에 따라 풀이과정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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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P Calculus 선다형 2003년 15번 문항

[그림 4-5] AP Calculus 선다형 2003년 18번 문항

[그림 4-6] AP Calculus 선다형 2008년 21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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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이 주어진 15번 문항은 ′≤의 대수적 성질을 적용하여 부등

식을 계산해야 하며 18번 문항은 표에 주어진 값을 읽고, 21번 문항은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증가함수의 기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한다.

미적분에는 증가, 감소 이외에도 오목, 볼록, 극대점, 변곡점 등 추상화된 과

정을 통해서 얻어진 개념이 다수 존재하며 기하적, 대수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어 수학의 추상성이 가장 심화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표현체계

는 상호보완적이며 하나의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은 다양한 사고방

식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NCTM, 2000)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개념이

가진 의미와 성질을 고루 강조하는 것이 미적분의 기본 이해를 향상시키

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1.2 수능의 연도별(교육과정별) 분석결과

<표 4-3>은 교육과정이 개정된 시기에 따라 문항을 재분류하여 문항

에 사용된 수학적 표현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표 4-3> 수능문항에 사용된 수학적 표현의 연도별 분포 변화

연도별
비율(%)

5차 6차 7차 2007 개정

상황 11.1 8.7 6.0 0

수치 0 0 0 0

그래프 17.8 13.0 11.9 5.9

수식 31.1 56.5 41.8 58.8

수학용어 40.0 21.7 40.3 35.3

수능이 시행된 첫해인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는 5차 교육과정

이 적용되었던 시기로 사고력 중심의 고차적 정신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

수학의 적격자를 선발하겠다는 수능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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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다. 가장 최근 2012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는 2007 개정교육과

정이 적용된 시기로써 ‘학교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쉬운 수능’이 중점

이 되었던 기간이다. 이 과정에서 수식과 수학용어의 사용의 비중은 증

가하였고 상황, 그래프 표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맥락을 표현하는 수학적 표현의 감소

[그림 4-7]의 그래프는 상황을 좀 더 명확히 나타낸다. 상황, 수치, 그래

프 표현은 변화하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묘사가 가능한데 반해 수식과 수

학적 용어는 함축적인 기호와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제시

하는데 한계가 있는 표현이다. 5차 교육과정기간에는 지문제시형식에서

수치적 표현을 제외하고 다른 표현들은 모두 사용되었으나 2007개정교육

과정기간에는 수식과 수학적 용어 이외의 표현이 사용된 문항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문제해결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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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문항과 2011년 17번 문항을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995년 11번 문항 2011년 17번 문항

[그림 4-8] 1995년과 2011년 수능문항의 비교

두 문항 모두 수직선 위의 점의 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원점을 출

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를 11번 문항은 그래프로 제

시하였고 17번 문항은 수식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보기의 내용은 11번

문항은 상황표현으로 점 P의 움직임을 묘사하였고 17번 문항은 수식과

수학용어를 사용하여 함숫값과 적분값, 미분가능성을 질문하였다.

지문에 제시된 표현을 출발점으로 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표

현의 변환을 살펴보면 11번 문항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해석하여 보기

에 주어진 상황이 옳은지 판단하는 활동이 요구되며 17번 문항에서는 우

선 주어진 속도를 적분하여 거리의 공식을 구하고 보기의 내용을 대입하

여 판단하는 계산하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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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통하여 11번 문항은 속도그래프를 통해 움직임에 따른 위치를

추측하고 현실적 맥락에서 미분개념을 적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7번 문항은 적분, 미분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공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수

학적지식의 평가에는 적합하지만 수학내적상황에 국한되는 면이 있다.

이처럼 상황, 수치, 그래프 표현처럼 변화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의 감소

는 결국 문제의 맥락이 빈곤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서 형식적

기호 조작으로의 편중이라는 현재 미적분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수능의 출제 방향의 변화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곧 학교수업의 현실

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AP Calculus 선다형 45문항과 2007 개정교육과정 28문항

을 대상으로 미적분의 주요개념인 미분계수, 넓이, 적분기호 등 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수학적 표현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표현으

로의 번역과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았다.4) AP Calculus는 45

문항 중에서 29문항이 개념의 표현형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수능문항은

28문항 중 11문항이 해당되었다. <표 4-4>와 같이 첫 열을 번역하기 전

의 표현형식(source), 첫 행을 번역 후의 표현형식(target)으로 배열하였

을 때 AP Calculus는 11문항이 수학용어에서 수식표현으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여 11가지 형태의 표현간의 번역이 이루어졌다. 수능은 9문항이

수학용어를 수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3가지 형태만이 존재하

여 개념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한두 가지 표현에 치우쳐 있음

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4) 풀이과정은 EBS의 수능기출문항해설과 AP multiple choice index를 참고하였으며 한

문제에 두 가지 이상의 과정이 존재할 경우 모두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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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수학적 표현의 변환과정의 분포

AP Calculus 2008 선다형 문항

target

source

상황 수치 그래프 수식 수학용어

상황 6

수치 1 1 1

그래프 1 1 2

수식 1 3

수학용어 1 11

2012학년도-2016학년도 수능문항

target

source

상황 표 그래프 수식 수학용어

상황

표

그래프

수식 1

수학용어 1 9

두 평가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수학용어로 제

시된 개념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식으로 번역하여 이용해야 하

는 경우였다. 수학용어의 대부분이 명칭과 정의임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은 용어가 가진 수학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으로 2008년 6번 문항처럼 함수식을 제시하고 극한값, 연속, 미

분가능을 판단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극한, 연속, 미분

가능의 대수적 의미를 알아내어 함수식에 적용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의의 대수적 의미 알아내기’로 명시할 수 있다.

2008년 17번 문항처럼 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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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점을 구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우선  




의 기하학적 의미

를 바탕으로 변곡점의 정의를 그래프의 면적의 증감에 적용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의의 기하학적 의미 알아내기’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6번 문항 2008년 17번 문항

[그림 4-9] 2008년 AP Calculus문항의 수학적 표현간의 번역

문항에 등장하는 미적분의 주요 용어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5차 교육

과정기간에 비하여 7차 교육과정기간에는 불연속점, 이계도함수, 변곡점,

위로 볼록 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거의 출제되었다.

<표 4-5> 수능문항에 사용된 수학용어의 증가

5차 6차 7차

수렴, 접할 때

순간변화율

연속, 미분가능

최대, 최소

거리, 넓이

극한값의 존재

접선의 기울기

연속, 미분가능

극댓값, 극솟값

높이

접선의 기울기, 극한의 존재성

연속, 불연속, 미분가능

극댓값 ,극솟값, 최댓값, 최솟값

이계도함수, 변곡점, 위로 볼록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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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어들은 ‘연속함수’, ‘미분가능함수 ’와 같이 문제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되는 형태가 다수이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된 수학용어의 의미와 성질을 정확

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어도 ‘연

속’의 정의나 성질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이를 문제풀이과정에서 활용

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분석적 언

어 사용 수준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며(김용권, 2009) 결국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다

보면 개념에 포함된 다양한 관점의 측면을 이해하기 보다는 문제에서 자

주 사용하는 성질을 곧 개념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다. 많은 학생들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조건을 보고 그래프를 떠올리기

보다는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하기 시작하지만 접선의 기울기

는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일 뿐이다. 조완영(2006)은 미분계수의 수치

적 표현과 그래프, 식을 동시에 요구한 교과서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개

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맥락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질보다 표면에 치우치게 되면 오개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수학용어는 가장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인만큼 이러한 수학용어

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

는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1.3 보기의 분석결과

수능과 AP Calculus의 선다형 문항의 보기에 사용된 수학적 표현을 분

석하여 <표 4-6>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미분류된 문항은 수능의 경우

대부분이 여러 가지 표현이 함께 쓰여 분류가 불가능한 합답형 문항이었

으나 AP Calculus는 점의 개수를 찾는 문항처럼 앞에서 정의한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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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 존재하였고 그 비중이 작지 않아

<표 4-7>과 같이 다시 세분화하였다.

<표 4-6> 보기에 사용된 수학적 표현

보기
문항수 비율(%)

수능 AP 수능 AP

상황 2 0 1.6 0

수치 82 73 66.1 54.1

그래프 4 7 3.2 5.2

수식 16 41 12.9 25.9

수학용어 2 5 1.6 3.7

미분류 18 17 14.5 12.6

보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수능과 AP Calculus는 모두 값을 나타내는 수

치표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호와 공식을 나

타내는 수식이었고 대부분 도함수나 미분계수, 적분기호의 표현이었다.

<표 4-7> AP Calculus 문항의 보기에 사용된 다양한 형식

명제 구간 그래프 특정점의 위치 및 개수 표

AP 14 6 7 8 2

AP Calculus 문항에 제시된 보기의 형식을 좀 더 살펴보면 명제, 구간,

특정점의 위치 및 개수 등 다양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극값을 구하기보다는 극점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다수 존재하였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미분의 주요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됨에 따라 증가, 감소, 오목, 볼록한 구간의 보기 형식이 자주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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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는 보기가 표로 이루어진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그래프는

1995년, 1996년, 2003년 2009년에 각각 한 문항씩만 출제되었다. 따라서

보기가 표와 그래프로 표현된 문항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 4-10] AP Calculus 선다형 2008년 11번 문항

[그림 4-11] AP Calculus 선다형 2003년 90번 문항

11번 문항은 의 그래프를 보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것이다

증가, 감소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여 (A)와 (B)로 좁힌 후 극

점의 좌표의 위치를 적용하여 (B)를 골라낼 수 있다. 90번 문항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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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호에 적합한 값으로 구성된 표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계산기 사

용 가능한 문항이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런 경

우 ′와 ″의 기하적 의미 이외에 대수적 접근을 통해 직접 계산함으로

써 답을 구할 수 있다. 두 문항은 각각 , ′, ″의 관계를 기하적 관점

또는 대수적 관점을 강조하여 평가하고 있다.

2. AP Calculus 자유응답형 문항 분석결과

수능의 주관식은 답이 숫자로 정해져있는 단답형이지만 AP Calculus의

자유응답형 문항은 답안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개의 하위 문항이 존재한다. 문항의 형식에 많은 차이가 있고 수능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다형 문항처럼 수능문항과 비

교하여 분석하기보다는 AP Calculus 문항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실생활 및 풍부한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각 하위문항의 발문이 다양하여

하나의 문항 안에서 수학적 과정을 이룬다는 판단 하에 일부 문항에는

PISA 2012의 평가틀을 적용하였다.

2.1 문항의 맥락에 따른 수학적 표현의 활용

AP Calculus 자유응답형 문항은 다양한 맥락을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

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먼저 문제의 맥락을 실생활과 사회 과학현상과

같은 수학외적인 상황과 수학에만 국한된 수학내적상황으로 분류하고 그

에 따라 사용된 표현의 종류와 그 조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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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AP Calculus 자유응답형 문항의 맥락 분류

맥락의 분류
외적

내적
실생활 과학 사회

문항수
22 13 2

47
37

<표 4-9> AP Calculus 주관식문항의 수학적 표현

상황 수치 그래프 수식 문항수 문항수 표현의 종류

외

적

○ 2 2 1개

○ ○ 10

31 2개○ ○ 5

○ ○ 16

○ ○ ○ 1
4 3개

○ ○ ○ 3

내

적

○ 6

31 1개○ 10

○ 15

○ ○ 1
4 2개

○ ○ 3

○ ○ ○ 12 12 3개

수학외적상황은 총 37문항으로 실생활이 제시된 문항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 35문항이 2개 이상의 수학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수학내적상황의 문제는 한 가지 표현만을 사용한

문제가 47개 중 31개로 2개 이상의 표현을 사용한 문항의 2배 가까이 되

어 수학외적상황을 다룬 문항이 더 많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내적상황에서 상황, 함수식, 식에 대한 그래프 3가지 표현이 모두

사용된 12문항은 모두 적분단원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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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만 단독으로 사용한 10문항은 선다형 문항과 마찬가지로 미분의 주

요 개념을 직관적으로 묻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표를 포함하여

수치만 사용한 6문항은 주로 증감표를 이용한 미분 단원의 문항이었다.

수식만 사용한 경우는 몫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등 주로 미분공식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각각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출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 수학외적상황문항의 특징

<표 4-10> 자유응답형 문항의 수학외적상황 분류

분류 구체적 상황 문항수

외

적

실

생

활

․ 빗물과 배수관, 강수량 측정기구, 수영장 물탱크 용량

․ 조깅, 기차, 자전거, 외발자전거 타기

․ 목초더미 분쇄, 공장의 업무처리

․ 커피내리는 상황, 주전자의 온도, 튜브안 물의 온도

․ 놀이기구 줄 서기, 콘서트장 입장객, 놀이공원 입장객

․ 비행기의 연료 소비량,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 콘서트 티켓 판매

22

37

과

학

․ 아기새의 체중증가, 나무의 굵기

․ 태풍으로 인한 해안선 변화

․ 해변의 모래 유실률, 호수의 기름 유출

․ 금속철사 온도

․ 로켓의 속도

․ 입자의 움직임(5)

13

사

회

․ 쓰레기 매립지 계획

․ 회사의 제품가격
2

․다양한 문제 상황의 도입

수학외적상황을 다룬 문제에서는 상황 표현을 이용한 다양한 지문이 등

장하였다. 조깅, 자전거, 기차 등 미적분 단원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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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관련된 문항은 물론이고 커피내리는 상황, 공장의 업무처리 속도,

놀이공원의 입장객의 변화율,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등 실생활관련 지문

이 가장 많았으며 해변의 모래 유실률, 태풍으로 인한 해안선 변화양상

처럼 과학현상을 묘사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매년 비슷한 형식의 문제가

반복 출제되나 다양한 상황을 다루어서 입자의 움직임으로 거리, 속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소재가 없었다.

․식과 상황간의 변환을 강조

수학외적상황이 주어진 문제의 하위문항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값 구하기.

-(표가 제시된 경우) 평균값, 근삿값을 구하거나 미지의 값을 추측하기.

-답안을 정당화하기.

-구한 값이나 식을 단위를 고려하여 문맥에 따라 해석하기.

-추가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식으로 변환하기.

다양한 소재의 수학외적상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하위문항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식을 계산하여 값을 구하는 과정

으로 전개되었으며 [그림 4-12]에 나타난 구문처럼 구한 값을 다시 문맥

에 따라 해석하는 과정도 포함되었다. 이때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는 것

을 강조하였다.

interpret the value of ~

interpret your answer

explain the meaning of ~

in the context of the problem

in terms of number of entries

in terms of Caren’s trip

in terms of distance between the road ~

in terms of cross-sectional area

[그림 4-12] 자유응답형 문항에 포함된 하위문항의 발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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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삿값과 평균값

표를 제시한 10문항에서는 근삿값과 평균값, 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미

지의 값을 물었다. 표는 그래프와 달리 연속적이지 않은 몇 개의 값을

표현하므로 제시되는 자료에 제한이 따른다. 현실은 연속적 상황으로 표

를 이용하여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연히 현실과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을 수학적 상황으로 나타내는데 있어

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간의 평균값이나, 근사값, 표에서 주

어지지 않은 미지의 값을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추측하게 함으로써 수

학적 지식의 실제적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

균변화율은 순간변화율에 대한 추론의 강력한 도구라고 하였으며

(Hunger, G, 1995) 정지현(2006)은 평균변화율과 그 어림값으로 순간변

화율을 파악하는 것을 변화율의 발달단계의 과정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알아본 특징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4-13] AP Calculus 자유응답형 2011년 2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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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의 2011년 2번 문항은 주전자의 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가는 상황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온도의 변화를 표로 제시하였다.

(a)에서는 표에 제시되지 않은 3분 30초때의 온도변화율을 주어진 자료

를 이용하여 추측하게 하였으며 (b)에서는 

 




의 근삿값을 구

하고 적합한 단위를 사용하여 문맥에 따라 해석하며 (c)에서는






 ′의 값을 구하고 문맥에 따라 해석하며 (d)에서는 추가상황을

제시하여 오븐에서 갓 꺼낸 쿠키의 온도변화와 차의 온도변화를 비교하

였다. 이러한 하위문항의 구성은 PISA 2012 평가틀의 수학적과정의 형

식화하기-이용하기-해석하기-평가하기의 순환과정과 유사하다. (a)를 해

결하기 위하여 평균변화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b)와 (c)에서는 주어진

적분기호를 계산하과 그 값을 다시 차의 온도 변화로 설명하였으므로 형

식화하기-이용하기-해석하기의 과정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4-14] 2006년 2번 문항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수

학적 지식의 활용이 잘 드러나 있다. 마을의 교차로에서 일정한 시간동

안 좌회전 하는 차량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과

정은 수학외적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며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

어 수능에서는 출제하기 어려운 형태이지만 미적분의 유용성과 가치를

경험하고 수학적 지식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수학

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 정의적 영역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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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AP Calculus 자유응답형 2006년 2번 문항

2.3 수학내적상황문항의 특징

수학내적상황을 다룬 문제를 <표 4-11>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래프 해

석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증가․감소구간, 극대점․극소점등을 찾는 문제

이며 그래프 활용은 주어진 그래프의 적분값을 하나의 함수로 활용하여

해석하는 문제이다.

<표 4-11> 자유응답형 문항의 수학내적상황 분류

분류 구체적 상황 사용된 표현
함수식의

제시
문항수

내적

․증감표 표

x

5

47

․그래프 읽기 그래프 4

․그래프 활용 그래프, 수식 7

․미적분 계산 공식 확인하기 수식
o

17

․넓이와 부피 구하기 상황, 그래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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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의 제시여부에 따른 내용의 차이

그래프가 제시되는 문제는 수식이 함께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함수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래

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이를 응용한 부피를 구하는 적분문제로써

이때 그래프는 문제의 이해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만 주어진 경우에는 piecewise-linear function, 두

개의 반원과 세 개의 선분 등 일반적인 그래프의 조합이나 [그림 4-15]

처럼 도함수로 표시하였으며 그래프에서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을 찾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문제였다. 선다형 문항과의 차이점은 근거를 찾아

정당화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하적 의미와 대수적 표

현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접근방식에 따른 성질을 확인하고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림 4-15] AP Calculus 자유응답형 2015년 5번 문항

․적분문제의 서술적 표현

적분 단원의 문제는 [그림 4-16]의 문항처럼 입체의 단면의 모양을 설

명하거나 회전축을 설정하여 구하고자 하는 입체의 넓이나 부피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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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서술하여 제시한 후 식으로 표현하게 하였으며 이후 적분

값을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거나 계산기로 대체하였다. 입체의 축에 수직

인 단면을 정사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 직사각형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

여 각뿔, 각기둥 등 다양한 입체가 형성되도록 하였고 구분구적법이나

회전체의 원리를 서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미분 문제의 하위 문항으로 주어진 표를 이용하여 근삿값을 구하

는 과정에서 적분이 응용되었다. 리만합 등을 이용하여 근사과정을 거쳐

서 구한 근삿값을 실제 식을 이용하여 구한 값과 비교함으로써 두 값 사

이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하

게 하였다.

[그림 4-16] AP Calculus 자유응답형 2008년 1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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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이계도함수를 계산하거나 곱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등 미분

의 연산법칙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러한 문항에는 수식표현만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제 2 절 논의 및 시사점

1. 평가문항에서 수학적 표현의 활용

앞 절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2> AP Calculus 평가문항에서 수학적 표현의 활용

표현 활용

상황
ㆍ실생활, 과학 등 다양한 상황을 문제에 도입함.

ㆍ식과 상황간의 변환을 강조함.

ㆍ수학적 원리를 서술하여 제시함.

수치
ㆍ제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지의 값을 예측함

ㆍ근삿값과 평균값을 구하는데 사용됨.

그래프

ㆍ문제 상황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ㆍ극대점, 변곡점 등 그래프를 통하여 미적분의 주요 개념을 직관적

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됨.

ㆍ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될 경우 전제적 경향을 분석

하는 광의적 접근방식을 유도함.

수식
ㆍ다른 표현과 함께 쓰여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ㆍ미적의 연산법칙을 확인하는데 사용됨.

수학

용어

ㆍ문제해결을 위한 조건보다는 직관적 이해를 목적으로 그래프, 표

와 함께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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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황적 표현

상황적 표현은 변화하는 현상을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서술적 형태로 수학적 표현 중에서 가장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서 강조되는 현실상황의 문제와 수학적 상황

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미적분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고 유용성과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표현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미적분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제조

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문항분석 결과 수능은 초기에는 상황적 표현을 사용한 문항이 여러 번

출제되었지만 점점 그 비중이 감소하여 현재에는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

다. AP Calculus의 평가문항은 자유응답형 문항은 물론이고 선다형 문항

에 있어서도 그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제시되었다. 거리와 속도문제처럼 교과서에서 흔히 사용하

는 상황부터 주전자의 온도, 비행기의 연료 소비량, 교차로의 교통량의

변화 등 순간적인 변화현상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

아기 새의 체중 증가 양상 등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 현상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맥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용은 변화현상을 탐구하

는 미적분 교과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과학, 사회 등 다

른 학문과의 연결성을 높여서 미적분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유용성을 느

낄 수 있게 한다. 또한 계산을 통해 얻은 결과 값을 문제의 맥락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식과 상황간의 변환을 강조하여 현실상황을 수학적으로 이

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상황적 표현은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형식을 갖는 반면 조작하거

나 계산하기에는 불편하다. 따라서 수학적 지식을 묻는 평가문항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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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으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표나 그래프, 수식 등 다른 수학적 표현

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처럼 다른 수학적 표현의 사용으로 보완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표현의 사용을 유도하며 문제의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하

였다.

1.2 수치 표현

수치적 표현은 표를 비롯하여 하나의 상황에 대한 일련의 값을 나타낸

다.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해당하는 값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복잡한 조건을 간략하게 조직

화하여 제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증감표는 미분의 문제풀이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며 AP Calculus의 평가문항에는 증감표가 여러 번 출제되었다.

그러나 수치적 표현은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

게 제한된 정보를 제공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활용하여 평균값, 근삿값

등을 구하거나 미지의 값을 추측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평균값과 근삿

값은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지와 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다. 또한 평균변화율은 순간변화율을 위한 전 단계의 역할을 하므

로 개념의 형성과정을 하나의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과정의 평가가 이루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학은 이미 유일한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알아내는 것만이 곧 학습의 목표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3 그래프 표현

그래프 표현의 가장 큰 장점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제약적인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잘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Tall(1991)은 그래프가 미분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발달시키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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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됨을 강조하면서 그래프가 중심이 된 ‘Graphic Calculus’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AP Calculus 평가문항에서도 미적분의 주요 개념을 직관적으

로 이해하는데 활용되었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구간 및 극대

점, 극소점, 변곡점 등의 기하적 의미를 적용하여 위치를 찾는 것을 우선

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수식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광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전체적인 경향을 예측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극댓

값이나 극솟값의 계산활동이 요구되지 않아 개념의 정의 자체가 강조되

었다. 적분문제에서는 넓이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 상황의 이해

를 위하여 함수식과 함께 제시되기도 하였다.

1.4 수식 표현

수학기호 표현은 간결하며 조작이 쉽고 편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

로 식의 연산법칙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값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특히 수학기호 표현만으로는 문제 상황의 묘사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표

현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배점이 낮은 기본적

인 계산문제로 극한값이나 적분값, 몫의 미분법이나 곱의 미분법등의 연

산법칙을 확인하는 문제였다.

1.5 수학용어 표현

정의나 정리는 가장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으로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

우 문제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다. 수능문

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기본 조건으로 제시되어 기하적 표현이

나 대수적 표현으로의 번역을 거쳐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학적 용어가 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 다른 표현으로의 번역과정을 반

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AP Calculus에서는 주로 문제의 최종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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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함으로써 개념을 활용하기보다는 개념 자체의 이해 여부를 평

가 대상으로 삼았다.

2. 평가문항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

문항분석 결과 수능에 출제된 미적분 문항들은 주요 개념을 주로 수식

이나 수학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으며 AP Calculus 문항은 수능문항

에 비해서 각각의 수학적 표현을 고루 사용하는 동시에 각 표현의 장단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평가문항에서의 이러한 수학적 표현의 활

용은 평가문항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지문과 보기에서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수학적 표

현간의 번역과정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하였다. 미적분은 수학을 바

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학적 표현을 통

해서 나타난다. 방대한 개념을 가진 함수와 기하적 대수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미분계수 등 미적분의 주요 개념과 문제 상황을

각각의 번역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미적분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특히

  라는 특정한 함수기호의 형식적 고착에서 벗어나서 식, 그래프,

대응표 등의 다양한 개념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함수 관계의 다양성

과 임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개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다

양한 관점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into와 Tall(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존의 개념이미지에 의존하는 학

습방식과 형식적 연역을 중시하는 학습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기 다른 학습방식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직관과

형식적 연역을 모두 중시하고 서로 다른 학습방식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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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평가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사고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적 맥락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학적 표현의 적극적인 활용은 실세계

의 모습을 문제 상황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수학

교과에서는 과학교과와 다르게 실세계를 문제 상황에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이해와 동기향상을 목적으로 고안된 상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Leinnhardt et al, 1990). 따라서 교수학적으로 고안된 상황

과 현실의 간극을 채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격차를 넘어서

미적분의 실제적 적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AP

Calculus 문항은 상황표현을 포함하여 두세 가지 표현들을 조합하여 사

용함으로써 문제 소재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맥락을 풍부하게 하였다.

나타내는 정보의 양에 제약이 있는 표의 특성을 이용하여 문제에 드러나

지 않은 미지의 값을 예측하도록 하거나 정확한 한 가지 값이 아닌 주어

진 상황에 최적화된 근사값, 평균값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그래프에 대해서 광의적 접근을 통하여 전체적인 상황의 양상을 예

측하는 거나 문제해결과정에서 얻은 수치나 수식을 다시 문맥에 따라 해

석하여 봄으로써 현실과 학습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시도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구성의 관점이 강조된 예측과제에 좀 더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미지의 값을 측정하거나 상황의 패턴을 찾는 예측과제는 주어

진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해석의 의미 또

한 배제할 수 없으며 사전 점검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모호함을 극복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지식의 축적

이 아니라 변화하는 실세계에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정보를 얻

어 내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능력이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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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평가가 주어진 것에 초점을 두는 해석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구

성적 관점을 강조하는 예측과제가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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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적분문항과 AP Calculus의 평가문항

에 나타난 수학적 표현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미적분 교육의 문제점을

재해석하고 평가문항의 개선을 위한 수학적 표현의 특징과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학적 표현을 상황, 수치, 그

래프, 수식, 수학용어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평가문항에 사용된 수

학적 표현의 분포 및 그 활용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능에 출제된 미적분 문항들은 주요 개념을 주로

수식이나 수학용어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하였으며 표를 사용하여 상황

을 나타낸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고 그래프는 수식이 함께 주어지면서 그

래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문제를 나타내는 보조적 수단으

로써의 역할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문제풀이 중에 포함된 수학적 표현

간의 번역과정은 제시된 수학용어의 대수적 의미를 강조하여 수식으로

번역한 후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미

적분 교육이 대수적 관점과 형식적인 기호 조작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수능 문항의 연도별 비교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수능에는 자유응답형 문항도 존재하

지 않으므로 실제 변화현상을 표현하는 문항은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현재 수능이 ‘학교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쉬운 수능’을 중시하는

경향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이 교실수업현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변화현상을 다루는 것은 미적분 교과의 가장

큰 특징이며 다른 분야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평

가문항에서 변화현상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이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

고 목적에 맞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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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표현은 단독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서로 연관된 표현체계 안에

서 이해되어야 하며(NCTM, 2000) 역사적으로도 수학적 표현체계는 상

호보완적인 형태로 발전해왔다. AP Calculus의 문항에는 이러한 표현간

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잘 드러나 있다. 하나의 문항에서 여러 가지 표현

을 조합해서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표현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

완하였다. AP Calculus에 출제된 문항들은 지문과 보기에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수식과 수학용어 뿐만 아니라 표와 그

래프도 수식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학용어를 수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황을 수식으로, 수식을 그래프의 형

태로 번역하는 등 다양한 번역과정이 문제풀이 중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개념이 가지고

있는 대수적, 기하학적 성질을 골고루 강조하여 수학의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고 개념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적분

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 표, 그래프의 활용

은 기호와 수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

게 하며 함수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이는 직관

과 형식적 연역을 모두 중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서로 다른 학습방식을 반

영하여 보다 중립적인 평가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 AP Calculus의 자유

응답형 문항에서는 실생활 및 자연현상을 소재로 한 문항이 많았으며 두

세 개의 표현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

사하였다. 하위문항을 통해서 문제 상황의 구체적인 값을 구하고 정당화

하였으며 이를 다시 문맥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였는데 이

러한 과정은 PISA 평가틀의 수학적과정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그래프는 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형태로 제시되어 전체적인 개형을 분

석하게 하였으며 표를 이용하여 불충분한 조건에서 한 가지 정확한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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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주어진 상황에 최적화된 근삿값, 평균값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과 현실의 격차를 줄이며 자연스러운 연계를 시도하

였고 해석보다 구성의 관점을 강조하여 앞으로의 평가방향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는 수능과 AP Calculus의 평가문항에 나타난 수학적 표현의

분석, 비교를 통해 평가문항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으로 그친

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논의점 및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평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질적이므로 결과를 단순히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항수와 시간, 계산기의 사용 여부 등 출제 형식과 평가

결과의 활용도가 다르다. 또한 근삿값은 예측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

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잘 다루어지

지 않는 것처럼 출제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의 기본

요소들이 문항출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평가문항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평가문항을 제

작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범위까지의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다. 구성적 관점을

강조함에 있어서 수능과 같은 경우 선발고사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선다형 문항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중점

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적분 교육의 문제점은 전체 수학교육의 문제점과 무

관하지 않으므로 AP Statistics와 같은 다른 교과의 평가문항을 대상으

로도 연구가 행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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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of the Calculus

Items

Kim, Boyoung

Departe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alculus is a useful subject that is applied to a wide range of fields

other than mathematics, including real life, and is the basis for the

basic contents of various sciences. However, the present calculus

education is concentrated on the manipulation of formal symbols and

does not fully reveal the value of calculus. Assessment is an

indicator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when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the KSAT has an absolute influence on school mathematics,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item needs to be prioritized. AP

Calculus uses a variety of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and

emphasizes the general application of calculus. Therefore,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valuation items by analyzing

the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of the KSAT and AP Cal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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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As a result, the calculus items of the KSAT were presented

using and mathematical terms, emphasizing the application of

definitions and formulas i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uggesting formal problem situations to limi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alculus. The items presented in AP Calculus are a balanced

evaluation of the various mathematical meanings of expressi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n one concept and guided the translation

process between each representations to establish a balanced view on

various aspects of the calculus While retaining the neutrality of the

evaluation of students with different learning styles, with an

emphasis on both intuition and formal deduction. In addition, we

actively used various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to introduce real

life and natural phenomena realistically. We attempted to establish a

natural connection with reality by seeking approximation and average

value based on a given problem situation, predicting the overall

aspect through a graph, and requesting conversion between a formula

and a situation. These actions, which emphasize the constructive

viewpoint,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establishing the future

evaluation direction.

keywords :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AP Calculus, KSAT,

translation process in mathematic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3-2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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