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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BS 수능 연계교재의 수학 과제 분석 

- 함수영역을 중심으로 -

  수학 과제(Mathematical Tasks)는 학습 내용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 결

정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학 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교과서에 포함된 수학 과제에 대한 분석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EBS–수능 연계 정책의 영향으로 EBS 수능 연계교재가 

교과서를 대신하여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및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교재에 대한 수학 교육적 분석은 미비하여 과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함수는 교육과정 전체에 걸친 공통된 주제이

고 수학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수학 학습에서 하나의 주제 이상의 의

미를 가지므로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 분석은 과제에서 학생들이 경험하

는 수학적 사고에 대하여 보다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 수학 과제가 학생들에게 제

시하는 함수 학습의 기회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과제의 인지적 수준과 

함수의 표현 및 표현 간의 번역활동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함수영역의 내용요소와 기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과제의 인지적 수준, 과제에 나

타난 함수의 표현과 표현 간 번역과제,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의 내

용요소와 기능에 따른 분석틀을 만들고 이에 따라 EBS 수능 연계교재 4

권으로부터 139개의 함수 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과제의 인지적 수준

과 함수의 표현 및 번역유형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요소와 기능으로부터 세부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에 관한 수학적 지식과 

이를 다루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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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와 절차적인 지식을 고르게 학습하게 하며 기본 유형의 그래프와 활용에 

대한 연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수학적 문제해결과 추

론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와 다양한 함수 맥락과 표현을 경험할 기회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함수 학습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인지적 수준의 과제와 그래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문항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함수 맥락을 

포함하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생활 속의 여러 현상을 조

직하고 설명하는 도구이자 수학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아이디어로서의 

함수를 경험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EBS 수능 연계교재, 함수적 사고, 인지적 노력수준,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과제

학번 : 2013-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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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Doyle(1983)에 의하면 과제는‘학교 교실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단위’로서 학습자가 배우게 되는 개념과 그 범위뿐 아니라 

과제의 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사고방식을 결정한다(p.162). 수업 

상황에서 제시되는 수학 과제는 학생들의 사고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Doyle, 1983; 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의미 있는 수학 

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수학 과제는 학생들

이 수학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홍창준, 김구연, 2012) 교사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능력을 신장시

키고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 과제를 수업 상황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김미희, 김구연, 2013; 

NCTM, 2000).   

  이처럼 수학 과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수학 교과서에 포함된 과

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김구연, 전미

현, 2017; 김동중 외, 2015; 송광운, 2015; 황혜정, 박현파, 2013; 홍창준·

김구연, 2012; Wijaya, van den Heuvel-Panhuizen & Doorman, 2015; 

Bayazit, I., 2013).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교육수

단으로 학교 수업은 대체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진재관 외, 

2007) EBS-수능 연계정책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연계

교재가 교과서 대신 정규수업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임종헌, 

김병찬, 2014; 김태우, 안선회, 2015). Stein, Grover & Henningsen(1996)

는 수학 과제(mathematical tasks)를 ‘특정 수학적 아이디어에 학생들의 

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의 수업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BS 수능 연계교재가 수업 상황에서 다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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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뿐 아니라 연계교재에 포함된 문제

들도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주는 수학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과제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 기회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함수는 실생활, 자연 현상, 사회 현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

양한 변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수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핵

심적인 역할을 지닌 중요한 개념이다(김남희 외, 2006). 이에 학교 수학

에서 함수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수영역의 지도에 관하여 함수적 

사고(강현영, 2007; 나경수, 최성필, 2011), 함수의 표현과 번역활동에 관

한 연구(Janvier, 1982; Leinhardt, Zaslavsky, Stein, 1990; 천유형 외, 

2013; 김인희, 2009; 박천수, 2010; 송정화, 권오남, 2002), 교과서의 함수 

단원 과제 분석(김구연, 전미현, 2017; 황혜정, 박현파, 2013; 홍창준, 김

구연, 2012) 등 여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학교 수학에서 

함수는 교육과정 전체에 걸친 공통된 주제이며 수학의 여러 영역을 연결

하고 통합하고 있어 수학 학습에 있어 하나의 주제 그 이상의 의미를 지

닌다. 따라서 수학 과제가 제시하는 학습 기회의 탐색에서 함수영역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은 과제로부터 학생들이 경험하는 수학적 사고와 그 

영향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수 지도에 관한 선행연구(강현영, 2007; 나경

수, 최성필, 2011; Janvier, 1982; Leinhardt, Zaslavsky, Stein, 1990; 천유

형 외, 2013; 김인희, 2009; 박천수, 2010; 송정화, 권오남, 2002)를 바탕으

로 학교 수학의 함수 교육이 지향하는 함수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경험하

게 하기 위해 함수 과제가 가져야 할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

째, 함수가 실세계 상황, 자연 현상,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

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실세계 현상과 수학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적

절한 함수적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한다. 셋째, 함수가 수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아이디어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

에 기반하여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들이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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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봄으로써 과제가 학생들의 함수적 사고와 수학적 사고력 신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에 수학 교과서의 함수 교과서 과제를 분석한 연구들(김구연, 전

미현, 2017; 홍창준, 김구연, 2012; 황혜정, 박현파, 2013)에서는 과제의 

인지적 수준이나 문항응답 형식을 분석하였으나 함수영역의 내용을 다루

는 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또한 교과서의 수학 과

제에 대한 분석연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EBS 연계교재에 대한 연구는 

모의평가 또는 수능과 연계교재의 연계도, 정답률에 대한 분석 (이지민, 

2013; 김한길, 2016)으로 교재의 수학 과제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EBS 수능 연계교재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신하여 교육과정, 내용, 교수

학습 및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임종헌, 김병찬, 2014; 김태

우, 안선회, 2015) 연계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연계교재에 대한 수학 교육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학년도 EBS 수능 연계교재 6권 중 함수영역을 중

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을 포함하고 있는 총 4권에 포함된 함수 단원 

과제의 인지적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

제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제

에서 나타나는 함수의 표현과 함수의 표현 간 번역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함수의 표현을 어떻게 경험하도록 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EBS 연계교재의 수학 과제들이 함수영역의 내용을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함수영역의 내용요소와 기능(교육부, 2015)를 활

용한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요소는 학년이나 학년군에

서 배워야할 필수 학습내용으로 수학적 지식을 의미한다.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을 포함하며 학생들이 함수 단원을 학습하면서 하

게 되는 탐구 활동이나 사고 과정을 행위동사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교육부, 2015). 내용 요소가 수학적 지식이라면 기능은 이러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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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도록 하는 방법, 사고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권점례 외, 

2016, p.204). 이런 점에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기

능은 Stein & Smith(1998)의 과제의 인지적 수준에서 M 과제가 요구하는 

수학적 내용 지식과 PNC 과제에서 나타나는 알고리즘이나 절차와 유사

한 면이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

수 단원의 내용 요소와 기능을 이용하여 EBS 수능 연계교재에 나타난 

과제들의 인지적 수준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과제를 통해 학생들

이 접하는 수학적 지식과 경험하게 되는 사고방식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수학 과제들이 학습자에게 경험

하도록 하는 함수 학습기회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과제의 인지수준, 

함수의 표현 및 번역활동 그리고 인지수준을 세분화하여 과제에 나타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기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 과제들의 인지적 노력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 과제들에서 제시하는 함수의 

표현과 표현 간 번역활동의 기회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 과제들에서 나타나는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 상의 내용요소와 기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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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분석

가. 인지적 노력수준

  수학 과제는 학습 내용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는지 결

정하기에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Doyle; 1983). 이는 곧 수학 과제의 분석으로부터 학생

들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경험하는 학습 과정과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음

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수학 과제에 대한 분석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 절에서는 Stein & Smith(1998)이 제시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

준 분석과 수학 과제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중 과제의 인지적 수준에 주

목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인지적 노력수준의 의미

  Stein & Smith(1998)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고의 수준, 즉 인지적 노력 수준에 주목하여 과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Stein & Smith(1998)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수준(Level of Cognitive Demand)에 따라 낮은 인

지적 노력 수준과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으로 나누었다. 낮은 인지적 노

력 수준은 다시 암기(M, Memorization Tasks)와 연결 없는 절차(PNC, 

Procedures Without Connections Tasks)의 두 유형으로 나눠진다.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의 과제들도 또 다시 연결 있는 절차(PWC, Procedures 

Without Connections Tasks)와 수학해보기(DM, Doing Mathematics)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M 과제는 가장 낮은 인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과제로 이전에 학습한 

수학적 사실, 규칙, 공식 또는 정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을 상기해야할 지가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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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적인 절차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거나 절차를 사용하기에는 과제를 완

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 예를 들어, 빈칸 채우기, 공식 적기, 

수학 용어 기억해내기 등의 문제는 M 과제이다.

  PNC 과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절차가 과제에서 명확

하게 제시되기에 제한된 인지적 수준을 요구한다. 알고리즘적인 절차를 

따라 과제를 수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수학적 이해

를 개발하기 보다는 정답을 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절차에 내재된 

수학적 개념이나 의미와는 연결성이 없고 그러한 의미에 주목하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식에 값을 단순히 대입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나 

예제에서 제시한 전략을 따라서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는 PNC 과제이다. 

  PWC 과제는 수학적 개념과 과제 해결 방법 사이에 연계성을 필요로 

한다. 단지 정답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학적 개념과 아이디어

에 대한 더 깊은 수준의 이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를 사용하

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이끈다. 일반적 절차를 따를 수는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며 내재된 수학적 개념적 아이디어에 

참여하도록 하므로 어느 정도의 인지적 수준을 요구한다.

  DM 과제는 가장 높은 인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과제로,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따라야 할 전략이나 접근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알

고리즘적이지 않은 사고를 요구한다. 과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은 수학

적 개념, 과정,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스스

로 점검해야 한다. 

2. 교과서의 인지적 노력수준

  앞서 Stein & Smith(1998)이 제시한 인지적 노력수준에 따른 수학 과제 

분석 연구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교과서 과제의 인지적 수

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EBS 연계교재 수학 과

제의 인지적 수준을 분석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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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김구연(2013)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낮은 인지적 노력수

준을 요구하는 과제가 대부분으로 수학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절차적 과정에 따라 정확한 답을 찾게 하는 과제들

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편향성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학

적 경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수준의 사고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행

된 수학 과제의 수준은 교과서의 수학 과제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기에 과제의 인지적 수준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계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홍창준·김구연(2012)은 중학교 교과서의 함수 단원에 제시된 수학 과

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수학 과제가 낮

은 수준으로 알고리즘적이고 간단한 절차만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정답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과제는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과제

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추론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수학을 개념적으

로 이해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낮은 수준의 과제로만 수학을 배운

다면 수학 학습의 지향점인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의 중요성만큼 과제의 인지적 수준을 판단

하고 이를 실행하는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구연·전미현(2017)은 중학교 수학 교과서의 함수 단원이 학생들에

게 제공하는 함수 학습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수학 

내용과 실행,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학생 응답의 유형, 문제 상

황의 형태 및 특징 등의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과제들에서 단편적인 계산 기능만을 강조하고 함수의 개념적 이

해보다는 대수적인 계산 절차에 따라 함숫값을 구하는 절차적 기능 숙달

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연구자는 수학 교과서의 함

수 단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 기회에 대하여 첫째, 절차적 지식

과 개념 간의 연결성이 약하여 함수의 내용 간의 의미를 연결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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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어 있으며 둘째, 학생들이 함수를 정의, 규칙, 법칙만으로 학습

하고 계산의 절차 수행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셋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추론하는 과정을 경험

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네 번째로, 수학 과제와 상황과제를 통해 학생

의 인지적 사고과정이 확장되기보다는 파편화된 지식으로 받아들일 여지

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Wijaya, van den Heuvel-Panhuizen & Doorman(2015)는 인도네시아 

9-10학년 수학 교과서의 맥락 기반 과제(context-based tasks)가 차지하

고 있는 비중과 맥락 기반 과제의 인지적 수준,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맥락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학생이 겪는 인지적 어려움과의 관

계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자는 인지적 노력수준에 따른 과제의 유형

을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수학적 모델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표

준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재생산(reproduction), 다른 수학적 내용이나 

상황 표현을 연결하여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연결(connection), 수행해야 

할 수학적 과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수학적 

통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는 반성(reflection)이다. 분석 결과 교과서에 높

은 인지적 수준의 과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신장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맥락의 유형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수학적 기호나 구조만이 

언급되는 경우 맥락 없음(no context), 실생활 소재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생활 속의 경험이나 상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과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수학적 조작이 이미 명백한 경우 위장형 맥락(camouflage context), 

해야 할 수학적 조작이 명시적이지 않으며 과제해결을 위해 맥락 내의 

상식적 추론과 수학적 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적이고 본질적인 

맥락(relevant and essential context)으로 구분한다. Wijaya, van den 

Heuvel-Panhuizen & Doorman(2015)는 단순히 맥락의 유무가 아닌 맥락 

기반 과제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맥락-기반 과제의 비중이 더 높

아져야 하고 이는 위장형 맥락(camouflage context)보다 관계적이고 본질

적인 맥락(relevant and essential context)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



- 9 -

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수학 교과서가 수학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갖는 

중요성 때문에 교과서의 수학 학습 기회를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 수학 

과제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인지적 수준의 과제들

만이 제시될 때 학생들의 사고와 수학적 경험이 제한되며 수학적 사고력

을 키우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과제의 실행에 있어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알아보고 조절하는 교사의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언

급하고 있다. 또한 과제의 인지적 수준 외에도 과제의 맥락, 응답유형 

등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함수영

역에서 강조해야 할 함수적 사고와 함수의 다양한 표현 간의 번역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함수 지도

1. 학교 수학의 함수적 사고

  학교 수학에서 함수는 초등학교 과정의 규칙성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에서 변화 현상에 기초하여 함수 개념을 다루고 고등학교에서는 

함수의 엄밀한 정의와 함께 다양한 함수를 학습한다. 이처럼 함수는 학

교 수학의 교육과정 전체에 걸친 공통된 주제이고 여러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함수 학습을 통해 

길러야 할 함수적 사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로부터 함수적 사고를 경

험하게 하기 위해 함수 과제가 가져야 할 특성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CTM(2000)은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함수를 이해하고 실세계 생활 



- 10 -

속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

며(p.46) 실세계와 자연 현상에서 변화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도

구로서의 함수에 주목하고 있다. 나경수, 최성필(2011)은 함수적 사고는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사고로서 함수는 물

리적, 사회적, 정신적 세계의 변수 사이의 종속성을 발견해서 관계를 조

직하기 위한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p.653) 이로부터 초등학교에

서 함수적 사고 지도는 함수의 지식이 아닌 함수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

는 다양하고 풍부한 현상의 맥락을 적절히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활동을 

통해 발명해 내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함수적 사고의 지도는 

함수적 속성을 갖는 현상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며(p.656) 함

수 관계를 포함하는 현상과 맥락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김남희 외(2006)는 학교 수학에서 함수 교육을 통해서 지향해야 할 함

수적 사고란 실생활, 자연 현상, 사회 현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

한 변화 현상 등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학의 여러 분

야를 통합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p.143). 이는 수학의 여러 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함수의 특성과 함께 

변화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함수를 강조하고 있다.

  강현영(2007)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은 연속적인 것이든 이산적인 

것이든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

계를 파악하는 것이 함수적 사고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가 실

생활 현실, 자연, 수학 그리고 타 학문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관련 없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이나 관계를 내포하며 

함수적 사고는 이러한 제 현상을 조직하는 개념적 도구라고 보았다(p.8). 

이로부터 함수적 사고는 학습자 스스로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나아가 자

연현상의 정리수단으로 함수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이를 의식화하고 

형식화하며 다른 수학적 내용과 연결되고 통합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98). 이와 같이 강현영(2007)은 현실과 현상을 이해하고 조직

하는 수단이자 수학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함수의 역할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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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며 함수적 사고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지를 제시하

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에게 함수 지도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함수적 사

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함

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실세계 맥락이나 상황과 연결하여 함수를 제

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수학적 내용

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조직할 수 있게 하는 함수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부터 학교 수학에서 함수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

는 함수적 사고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함수가 실세

계 상황, 자연 현상,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현상을 수학

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함수를 이용하여 현상을 조

직하고 해석한다. 둘째, 함수는 수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

고 연결하는 아이디어임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함수적 사고 요소를 적

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수학 과제를 다루는 것은 함수 

학습과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 절에서는 함수의 여러 가

지 표현과 그 장단점을 확인하고 표현 간의 번역활동을 Janvier(1982)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함수의 표현과 표현 간 번역활동

  Blanton et al.(2011)은 함수적 사고는 공변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고, 그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며, 함수 행동(function behavior)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을 토대로 추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관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학교 수학의 함수 교육에서 반드시 다뤄

져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절에서는 수학에서 함수를 표현하는 양식을 상

황·언어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으로 구분한 Janvier(1982)의 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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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그래프에 관한 연구와 각 표현의 장단

점을 살펴보고 주어진 함수의 표현으로부터 다른 표현으로의 번역 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Leinhardt, Zaslavsky, Stein(1990)은 함수 그래프와 관련하여 그래프 활

동과 그래프 과제로 나누고 그래프 활동은 해석과 구성 그리고 그래프 

과제는 예측, 분류(classification), 번역, 축척(scaling)으로 분류하였다. 그

래프 활동에서 해석은 주어진 그래프나 그 일부로부터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예를 들어 변수에 대응하는 값 찾기, 변인 간의 관계를 기술하

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성은 주어진 자료나 방정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리거나 반대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대수 관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래프 활동에서 해석이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의미를 얻는 것

이라면 구성은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부분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송

정화, 권오남, 2002).

  그래프 과제에서 예측은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은 그래프에서 다른 점

이 어디 위치하는지 그래프의 다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추측

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는 함수인지 결정하거나 혹은 여러 함수 중 일대

일 대응과 같은 특별한 함수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은 함수의 다양

한 표현에서 같은 함수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표현으로 구성하

는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축척은 축에 표시되는 눈금의 크

기나 축의 크기와 관련된 과제로 예를 들면 다른 크기의 축에서 그려진 

여러 그래프가 같은 함수인지 확인하는 과제 등이 있다(Leinhardt, 

Zaslavsky, Stein, 1990).

  함수적 관계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 함수의 여러 

표현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상황·언어적 표현은 현상을 이해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지만 주관적이고 명료하지 못하다(김인희, 

2009). 표는 표현하기 편리하고 값을 직접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변화하는 양으로 변수를 인식하기 어렵다. 대수식은 간결하

고 정확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

접 값을 읽어 그 식을 해석하거나 변화 양상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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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그래프는 그래프 선의 두께로 인해 정확

성이 대수식이나 표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지만 함수의 변화상태, 분포와 

주기성, 패턴의 성질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과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송정화, 권오남, 2002).

  이에 대하여 NCTM(2000)은 학생들은 함수의 서로 다른 표현방법의 장

단점을 생각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주기성이 있는 현상을 나

타내는 함수를 표현할 때, 표는 값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

용하지만 현상의 주기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혹은 공식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학생들은 함수의 다양한 표현

의 장단점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함수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함수를 그 관계와 상황

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는 경험도 학생들

의 함수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이에 Janvier(1982)는 상황·언어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 간의 함수

의 표현 번역 과정을 측정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모델링, 읽기, 점 

찍기, 공식 알아내기, 해석하기, 점의 좌표 읽기, 곡선 알아내기, 매개변

수 인식하기, 계산하기의 요소로 제안하며 이는 <표Ⅱ-1>와 같다.

~로

~에서

상황·언어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

상황·언어적 

표현
측정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모델링

표 읽기 점 찍기 공식 알아내기

그래프 해석하기
점의 좌표 

읽기
곡선 알아내기

공식
매개변수 

인식하기
계산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표 Ⅱ-1> 함수의 표현들 사이의 번역유형(Janvi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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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수의 표현과 표현 간 번역활동에 관한 연구

  NCTM(2000)은 학생들은 하나의 함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

어야 하며 이 중 장단점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을 일관된 하나의 함수

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함수의 다양한 표현 간

의 번역활동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학생들은 함수의 표현을 이해하고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는 번역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를 보이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

로부터 확인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함수의 표현 간 번역활동에 대한 선

행연구로부터 학생들이 번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천유형·임대근·류현아(2013)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수의 표현 간 번역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수준

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그래프나 상황·언어적 표현을 이해

하거나 나타내는 것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래프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점별 접근, 전체적 접

근, 질적 접근 등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합적으로 다

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인희(2009)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수적 상황을 포

함한 과제로부터 표, 그래프, 대수식으로의 번역 능력을 분석하였다. 기

존 선행연구에서 함수의 표현 번역의 지도 또는 평가를 위해 제시한 문

항들의 대부분이 변수가 주어졌거나 표의 일부만 채우도록 하거나 그래

프의 좌표평면에 이미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등 학생들이 표현해야 할 

형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미 제공하여 학생들의 번역 능력을 살펴보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보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

들은 지수적인 상황을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응답하고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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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식으로 번역하는 문항에서도 감소함수와 반비례함수를 혼동하였다. 

또한 상황을 그래프로 번역할 때에는 축과 축을 바꾸어 변화 현상을 

관찰할 때 변화하는 대상과 그에 따라 변화는 것에 대한 변수 인식에 어

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학생들에게 함수적 상황에

서의 변화의 양상을 인식하고 이를 다양한 함수적 표현으로 나타낼 기회

를 더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천수(2010)는 그래프를 질적 그래프와 양적 그래프로 구분하고 고등

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수적 상황과 그래프 사이의 번역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하나의 규칙으로 표현된 함수의 그래프보

다 두 가지 이상의 규칙으로 표현된 그래프에서의 번역에서 부족함을 보

였고 국소적 측면에서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래프를 번역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학생들이 실세계 상황을 나타

낼 수 있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그래프를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 

접근 뿐 아니라 질적 접근에 의한 그래프 활동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외에 학교 수학에서 함수의 그래프 표현이 다뤄지는 방식과 맥락에 

대한 연구로 송정화, 권오남(2002)는 6차와 7차 교과서에서 그래프 내용

이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와 비율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그래프 

활동과 과제에 관해 Leinhardt, Zaslavsky, Stein(1990)의 연구와 Friel, 

Curcio, Bright(2001)의 통계그래프 분류로부터 교과서의 그래프 과제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6차 교과서의 그래프 과제를 분석한 결과 예측, 

축척 과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번역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접

근 방식도 해석보다는 구성에 광의적 측면보다는 국소적인 측면에 그리

고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차 

교과서의 그래프 과제를 분석한 결과 질적인 측면과 광의적 측면이 약간

이나마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상 경험과 관련시켜 물리적 모델을 

조작하여 나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는 상황 내에서 그래프로의 질적 접

근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허남구·강향임·최은아(2017)는 예비수학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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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맥락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각 맥락

의 교수학적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맥락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내용교수지식에, 그리고 부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수학의 내용지식 측면에 의존하여 판단하였다. 연

구에서 저자들은 대수적 조작에 의존하여 그래프를 구성하거나 함수의 

그래프가 대수로 진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다뤄진다면 이는 단지 표현

의 연습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맥락에 기반한 그래프 구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교사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로부터 함수 개념의 본질적 이해와 사고 능력의 개발에서 함

수의 다양한 표현 간 번역활동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함

수의 표현 간 번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함수

적 상황과 그래프 표현에 있어서 학생들은 변수 인식의 오류, 지수적 변

화의 혼동 등 변화하는 현상을 인식하고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인희, 2009; 천유형·임대근·류현아, 2013). 이에 

그래프에 대한 질적 접근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다루거나(천유

형·임대근·류현아, 2013; 박천수, 2010; 송정화, 권오남, 2002) 여러 다

양한 함수적 상황으로부터 다른 표현의 번역 기회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박천수, 2010; 김인희, 2009)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 함수적 사고와 함수의 표현과 번역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과제 분석을 위하여 학교 수학의 함

수 교육이 지향하는 함수적 사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함수 과제가 가

져야 할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함수가 실세계 상황, 자연 

현상,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도

록 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실세계 현상과 수학적 상황 속

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함수의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한다. 셋째, 함수가 수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아이디어임을 인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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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의 강조이다. 이에 따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핵심 

역량을 수학 교과의 관점에서 특화시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

의·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여섯 가지 수학 교과역량을 제시

하고 있다(박경미 외, 2015). 이와 같은 수학 교과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

서 교육과정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내용 체계의 양식의 변화가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내용 체계의 구성

을 확인하고 각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와 같

이 영역과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에 핵심 개념, 일

반화된 지식, 기능을 추가하였다. 먼저 핵심 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

나 원리로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잊어버린 후에도 지속

되어야 할 큰 개념(Big Idea)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1~3학년군에

서 좌표평면과 그래프를 배운 후 일차함수, 이차함수를 다루고 고등학교

에서 대응관계로의 함수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학습하는 과정은 ‘함

수와 그래프’라는 핵심 개념으로 집약된다. 

  일반화된 지식은 학년 및 학교급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 핵심개념과 학년 군의 내용요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박경미 외, 2015, p.27). 예를 들어 교육과정

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핵심개념에 대해 대응되는 일반화된 

지식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급격히 증감하는 수량이나 현상을 다루

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로 나타난다. 즉 학생들이 학습이 모두 끝난 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한 수학적 성질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급격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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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유용성은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일반적 지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영역의 학습과 핵심 개

념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능은 수학 교과 고유의 탐구기능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기능은 구

체적인 행위동사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

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나 도달점을 의미한다(교육부, 2015, 

p.1). 예를 들어, 함수영역에서 핵심 개념 ‘함수와 그래프’에 해당하는 

기능은 ‘그래프 그리기, 이해하기, 함수 구하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이다. 이는 실제로 학생들이 함수 단원을 학습하면서 하게 되는 탐구 활

동이나 사고 과정을 동사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능은 

내용 요소와 대비를 이루는데 내용 요소가 수학적 지식이라면 기능은 이

러한 지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 사고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권점례 외, 2016, p.204). 수학적 지식인 내용 요소와 지식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성취기준으

로, 해당 영역에서 기술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그 영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유한 사고방식, 즉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체계에서 제시되는 기능은 수학 교과 역량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박경미 외(2015)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를 통해 6가지 

교과 역량과 그 하위요소의 의미와 이를 구현하는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 때 기능은 각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하위 요소 역량을 학생들이 경험

할 때 보여주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구상한 것이다(권점례 외, 2016, 

p. 208).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인 ‘자신의 생각 표현’ 

역량에서 수학 학습활동 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 설

명하거나 말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쓰고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토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설명하기, 쓰기, 

말하기, 보여주기, 토론하기’의 기능으로 나타나며 이는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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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소 의미 기능

수학적 

표현의 이해

수학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

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

그리기, (수, 시각) 읽기·쓰기, 

표현하기, 형식화하기, 서술하기, 

작도하기, 이해하기

수학적 

표현의 개발 

및 변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고 수학적 표현들

끼리 변환하는 능력

(표)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꾸

미기, 채우기, 이름짓기, (그림, 

식, 표 등으로) 나타내기, 표현하

기, 선택하기, 변환하기(바꾸기)

자신의 생각 

표현

수학 학습 활동 과정과 결과

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능력

설명하기, 쓰기, 말하기, 보여주

기, 토론하기

타인의 생각 

이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

경청하기, 질문하기, 파악하기, 

토론하기

<표 Ⅱ-2>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와 그 의미 및 기능

(박경미 외, 2015, p.42) 

  <표 Ⅱ-2>에서와 같이 기능은 각 교과역량의 하위요소 역량을 구현하

기 위한 여러 학습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내용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고 경험하게 할지 결정함에 있어 교사는 교육

과정의 각 내용 요소에 관련된 기능을 참고할 수 있다(권점례 외, 2016, 

p. 204).

  이번 절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이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수학 교과 역

량을 강조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잊어버린 후에도 기억해야 

할 큰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연결시키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내용요소 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경험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교과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내용 지식의 습득뿐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학습하는 사고

방식과 학교 수학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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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

등학교 함수영역에 대하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

는 학습 지도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함수영역 지도방향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함수 관련 내용은 규칙성과 함수영역

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규칙성과 함수’, ‘함수와 그래프’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제시된다. 먼저,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규칙성

을 탐구하고 수나 식으로 나타내보는 것을 경험하고 이를 기초로 중학교 

1~3학년군에서 함수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일차함수, 이차함수와 

그 그래프를 다루며 함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래프의 유

용성을 인식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응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루고 유리

함수, 무리함수와 그 그래프를 배우고 선택 과목에 따라 지수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를 학습하여 빠르게 증감하는 현상이나 주기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경험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함수영역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며 그 내용체계와 성취

기준은 각각 <표 Ⅱ-3>, <표 Ⅱ-4>와 같다.

  <표 Ⅱ-3>에서 함수영역에 제시된 내용요소와 핵심 개념을 연결하는 

일반화된 지식을 살펴보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함수영역의 학습으로부터 학생들이 그래프 표현의 시각적인 특성을 이해

하고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함수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Ⅱ-3>으로부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수영역의 내용요소는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

함수’이며 이에 따른 기능을 ‘계산하기, 이해하기, 함수 구하기, 그래

프 그리기, 표현하기, 활용하기, 문제 해결하기, 설명하기’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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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영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공통

과목

수학

함

수

함수

와 

그래

프

함수는 대수적 조작이 가능

하며,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해하기

함수구하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일반 

선택

수학1

해

석

지수

함수

와 

로그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급격

히 증감하는 수량이나 현상

을 다루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

된다.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표현하기

그래프 

그리기

이해하기

계산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문제 

해결하기

삼각

함수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일반화

시킨 개념으로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연 현상이

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

명하는 데 활용된다.

·삼각함수

<표 Ⅱ-3>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함수영역 내용체계

  <표 Ⅱ-4>는 고등학교 함수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으로  <표 

Ⅱ-3>의 내용요소와 기능이 결합된 것이다. <표 Ⅱ-4>로부터 2015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함수영역의 세분화된 내용요소와 그에 따른 학

습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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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영

역

핵심 

개념
성취기준

공통

과목

수학

함

수

함수와 

그래프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10수학04-0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

할 수 있다.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

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4-04] 유리함수 


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10수학04-05] 무리함수  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일반 

선택

수학1

해

석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12수학Ⅰ01-06]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을 안다.

[12수학Ⅰ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Ⅰ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삼각

함수

[12수학Ⅰ02-01]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

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

를 활용할 수 있다.   

<표 Ⅱ-4>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함수영역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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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함수영역의 수학 과제들이 학

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 과제들의 인지적 노력수준, 각 

문항에서 활용되는 함수의 표현과 표현 간의 번역활동을 분석하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함수영역의 내용요소와 기능에 따른 

세부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함수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문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 분석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사교육비를 경감

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형평성을 제고함에 목표를 두고 2004년부터 

‘EBS 수능방송’을 시작하였고, 2010년 교과부-평가원-EBS MOU를 통

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는 수능 전체문항의 70%

를 EBS 연계문항으로 출제하는 ‘EBS 수능연계 정책’이 시행되었다(한

국방송공사, 2011).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에서 출판하고 있는 EBS 수능 연계교재는 <수

능특강>과 <수능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학 교과 연계교재는 수능

특강 4권, 수능완성 2권으로 총 6권이다. 수능완성은 유형별 문제로 구

성된 유형편과 모의고사 형태의 실전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능특강 

교재의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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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특징
분석

대상

개념정리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예제

개념을 적용한 대표 문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주요 개념을 풀이 전략으로 제시하여 풀이 과정

의 이해를 돕도록 함.

유제

예제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나 일반화된 문제를 제시

하여 학습 내용과 문제에 대한 연관성을 익히도록 구

성함.

○

연

습

문

제

Level1 

기초연습

기초 개념의 인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

시함.
○

Level2 

기본연습
기본 응용 문항을 제시함. ○

Level3 

실력완성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함.
○

대표기출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기출 문항으로 구성함. 

기존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 경향과 출

제 의도를 제시함.

<표 Ⅲ-1> 수능특강의 구성과 특징 (EBS 수능특강 미적분 Ⅱ, p.3)

본 연구에서는 연계교재의 수학 과제를 분석함에 있어 함수영역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6권의 수능 연계교재 중에서 함수영

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2018학년도 수능대비 <수능특강 수학Ⅱ&

미적분Ⅰ>, <수능특강 미적분Ⅱ>, <수능완성 가형>, <수능완성 나형>의 

함수단원 과제 총 139개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재 

EBS 수능 연계교재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함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

는지 확인하고 과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

항에 대한 안내된 풀이가 바로 제시되는 예제나 대표기출문제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고 함수 단원별 과제의 유형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능완성 유형편의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모의고사로 편집된 실전편

은 제외하였다. 또한, 함수 관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유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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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식이나 부채꼴과 호도법에 관한 문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부터 수능특강 교재 2권에서 75문항, 수능완성 교재 2권에서 64문

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단원구성은 <표 Ⅲ-2>와 같다. 분석 대상인 139

개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 유형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

그함수, 삼각함수이며 수학Ⅰ에서 다룬 일차함수와 이차함수도 간접적으

로 포함하고 있다. 

구분 교재 단원
문항

수

수능

특강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3. 함수

4.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36

수능특강 

미적분Ⅱ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2.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39

수능

완성

수능완성 가형
유형편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유형편 2. 삼각함수
27

수능완성 나형 유형편 2. 함수 37

합계 139

<표 Ⅲ-2> EBS 연계교재 분석 대상의 범위

나. 분석 방법

1. 인지적 노력수준 분석틀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의 수학 과제들이 과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ein & 

Smith(1998)가 제안한 과제의 인지적 수준에 따른 분류에 따라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139개 함수 과제를 낮은 인지적 수준의 M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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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NC 과제 그리고 높은 인지적 수준의 PWC 과제, DM 과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전체 과제 중 각 인지적 수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지침은 선행연구(김미희, 김구연, 2013; 홍

창준, 김구연, 2012; 김구연, 전미현, 2017)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 과제의 풀이방법과 답이 제시되어 있는 예제는 분석 대상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 세트형 문항이나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개의 소 문제로 구성되는 경우

에 문제의 상황이 동일하게 연결되면 하나의 과제로 간주한다.

2. 함수의 표현과 표현 간 번역 분석틀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의 수학 과제들이 학생들에

게 제시하고 있는 함수의 표현과 번역활동의 기회를 살펴보기 위하여 

Janvier(1982)가 분류한 틀을 바탕으로 제시된 함수 표현을 상황·언어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으로 구분하며 그 외 두 집합의 벤다이어그램의 

원소 간 대응으로 표현된 함수 과제는 대응으로 분류한다. 함수의 표현

을 분석함에 있어 139개 문항 중 방정식, 부등식에의 활용과 같이 함수 

표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26개 문항을 제외한 113개 문항

에 대하여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함수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나 함수식을 세우는 과정이나 

식의 형태나 이미 배운 공식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문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공식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문

제에서‘점   와   사이의    내분점의 좌표를 라

고 하자.’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식에 분류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함수의 표현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둘 중 하나는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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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 중 완전한 형태의 함수의 표현에 

따른 과제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함수식과 그래프가 모두 주어져 있

으나 함수식은 미정계수가 포함된 대수식으로 주어졌을 경우 이 과제

는 그래프로 표현된 함수 과제로 분류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함수 표현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한 가지 함수 표현에

서 다른 표현으로의 번역을 요구하는 문항에서는 문제의 본문에서 이

미 제시하고 있는 함수 표현을 선택할 보기 중에 제시된 표현보다 우

선하여 분류한다.  

� 과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함수의 표현이 모두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

었을 경우 복합적인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함수의 식과 

그래프가 모두 제시되는 경우 식+그래프 유형으로 분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 분석으로부터 과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공식과 그래프 표현에 대한 세부 분류를 통해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에서 함수 표현을 다루는 방식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함수 공식으로 표현된 경우 단일

한 대수식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리고 미정계

수가 포함된 대수식인지 완전한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분류한

다. 또한 함수 그래프 표현이 포함된 과제를 대상으로 Leinhardt et 

al.(1990)의 그래프의 활동 및 과제 분류에 따라 그래프 활동은 해석과 

구성으로 그리고 그래프 과제를 예측, 분류, 번역, 축척과제로 분류한다. 

  함수의 표현 간의 번역활동이 나타나는 과제는 Janvier(1982)의 분석틀

에 따라 그 번역 과정을 측정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모델링, 읽기, 

점 찍기, 공식 알아내기, 해석하기, 점의 좌표 읽기, 곡선 알아내기, 매개

변수 인식하기, 계산하기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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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기능에 따른

세부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EBS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함

수 학습의 기회를 살펴보기 위해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함수를 어떻게 경

험하게 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분석한 과제의 

인지적 수준에서 M 수준과 PNC 수준의 과제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의 내용요소와 기능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M 과제는 이전에 학습한 수학적 사실, 규칙, 공식 또는 정의의 암기를 

요구하며 이와 같은 과제는 학생들이 수학 내용지식을 재생하고 지식에 

대한 암기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 과제의 주요한 특징

은 수학적 사실, 규칙, 공식과 같은 내용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다. 이 때 수학적 내용지식은 곧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내

용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교재

의 함수영역에서 나타난 M 과제의 세부 분석에 있어 M 과제에서 다루

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함수영역의 내용요소에 비

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함수

영역의 내용요소는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로 과제를 살펴보기에는 범위가 방대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에 내용요소와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는 성취기준

에서 세부적인 내용요소를 도출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표 Ⅱ-3>의 고등학교 함수영역의 성취기준으로부터 본 연구

에서 사용할 내용 요소를 <표 Ⅲ-3>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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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영역
핵심 

개념
성취 기준으로부터 도출한 내용 요소

공통

과목

<수학>

함수
함수와 

그래프

함수의 개념, 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정의, 유리함수 


의 

그래프와 그 성질, 

무리함수   의 그래프와 그 성질

일반 

선택

<수학1>

해석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지수함수의 정의, 로그함수의 정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성질,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그 성질

삼각

함수

삼각함수의 뜻, 사인함수의 그래프, 

코사인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표 Ⅲ-3> 함수영역 성취기준으로부터 도출한 내용 요소

  PNC 과제는 절차의 사용을 명확하게 요구하거나 이전의 수업, 과제의 

배열로부터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M 과제

와 구별된다. 또한 알고리즘적인 절차를 수행하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수학적 개념, 과정,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의 개발보다는 정답의 산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PWC 및 DM 과제와도 구별된다. 이

와 같은 PNC 과제의 특징으로부터 PNC 과제는 알고리즘, 즉 수학적 절

차의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의 기능은 수학적 지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 사고의 방

식을 의미하며 내용 영역을 학습하면서 하게 되는 탐구활동이나 사고 과

정을 구체적인 동사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교육과정 평가원, p.204). 이런 

점에서 기능은 PNC 과제가 포함하고 있는 수학적 절차나 절차를 수행하

면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고의 방식과 연결시켜볼 수 있다. 즉 기능은 

PNC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행하는 탐구활동이나 수학적 절

차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고방식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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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함수영역에서 나타난 PNC 과제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함수의 내용요소와 관련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구체적으로는 <표 Ⅱ

-2>에서 제시된 ‘그래프 그리기, 이해하기, 함수 구하기, 계산하기, 표

현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문제 해결하기’이다. 

  수학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고의 방식은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과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

은 행위 동사의 형태로 함수단원의 PNC 과제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

다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Ⅱ-4>의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함수영역의 성취기준과 <표 Ⅱ-2>의 박경미 외

(2015)에서 제시한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참고

하여 각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과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로부터 다음과 같은 분석기준을 마련한다.

� 하나의 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표시한다. 

� 기능을 분류함에 있어 과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학습자가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절차나 방식은 모두 고려한다.

�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계산을 제외

한 대수적인 식의 조작과 계산 절차를 필요로 하는 문항은 계산하기 

기능으로 분석한다. 

� 문제에서 제시된 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제시된 조건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어진 수학적 표현, 지식, 사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요구하는 문항은 이해하기 기능으로 분석한다.  

� 주어진 함수의 합성함수나 역함수를 구하여 식 혹은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거나 합성함수나 역함수의 특정 함숫값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은 함수 구하기 기능으로 분석한다. 

�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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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그리도록 요구하는 문항은 그래프 그리기 기능으로 분석한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래프의 개형

을 그림으로써 문제의 이해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과제도 그래프 그리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함수에 관한 수학적 지식, 정의, 성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수학 영역

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생활 현상을 표현하고 분석하는데 함수를 활

용하도록 하는 문항은 활용하기 기능으로 분석한다.

� 문제 상황으로부터 함수 관계를 공식, 표, 그래프, 대응 등의 방법으

로 나타내도록 하거나 함수 표현방법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는 문항, 

함수의 표현을 변환하는 번역 과제는 표현하기 기능으로 분석한다. 

표현하기 기능은 그래프 그리기 기능에 해당하는 과제를 포함하는 것

으로 본다. 

� 과제의 해결 방법이나 이를 위해 필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과제는 설명하기 기능으로 분

석한다. 

� 수학의 여러 영역이나 타 교과 혹은 실생활의 현상을 함수적 아이디

어를 이용하여 함수 단원의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과 연결하여 해

결하도록 하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풀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

는 문항은 문제해결하기 기능으로 분석한다. 함수적인 아이디어와 문

제 상황과의 연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함수에 관

한 수학적 지식, 정의, 성질을 다른 영역의 문제 상황에 이용하는 활

용하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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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가.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

  EBS 수능 연계교재 4권으로부터 함수 단원 수학 과제들의 인지적 노

력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와 같이 총 139개의 수

학 과제에서 높은 수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전부 낮은 수준(100%)으

로 나타났다.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외 2명의 수학교육 전공자와 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 98.6%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

다.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논의를 거쳤던 문항들도 M 과제인지 

PNC 과제인지에 대한 문제로 높은 수준의 과제로 분류하는 경우는 나오

지 않았다. 

  낮은 수준의 과제는 M 과제와 PNC 과제로 분류되는데 M 과제는 수학

의 개념, 공식 및 용어를 상기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가 없거나 너무 짧

은 과제로서 3.6%(5/139)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모두 

PNC 과제로 분류되었다. PNC 과제는 수학 개념이나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포함하며 전체 과제에서 96.4%(134/139)의 비

율로 나타났다. 

Low Level High Level
합계

M PNC PWC DM

3.6(5) 96.4(134) 0(0) 0(0) 100(139)

<표 Ⅳ-1> EBS 연계교재 함수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 분석 결과

M 과제로 분류된 과제들은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나 주기와 같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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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질을 확인하는 과제로 나타났다. 교과서에서 M 과제들은 빈칸 채

우기 유형으로 종종 제시되는데 EBS 수능 연계교재의 M 과제는 빈 칸이 

미정계수  라는 문자로 대체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림 Ⅳ-1] M 과제 예시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p.39, 문항 7007-0061)

[그림Ⅳ-1]은 축 방향으로 만큼, 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주어진 유리함수 그래프의 함수식이 될 때,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인지 값을 구하도록 하는 과제로서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상기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문제에서 평행이동이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에 어떤 지식을 떠올려야 하는지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수학적인 개념이나 과정의 의미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학적 지식에 대한 암기와 

회상만을 요구하는 M 과제로 분류하였다.

[그림 Ⅳ-2] PNC 과제 예시 

(수능완성 수학 나형, p. 16, 문항 7051-0029)

분석한 대부분의 문항이 PNC 과제로 나타났으며 [그림 Ⅳ-2]는 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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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Ⅳ-2]의 문항에서는 두 함수 , 의 함수식이 미정계

수를 포함한 형태로 주어지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로부터  ,  이라는 조건을 이끌어낸 후 연립

일차방정식을 풀어 미정계수 , 의 값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암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여 과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Ⅳ-2]는 앞서 [그림 Ⅳ

-1]의 과제와는 달리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회상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과제 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

다. 하지만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의미를 탐구하도록 요구하

지는 않으며 구해야할 대상, 즉 정답의 산출에만 주목하게 한다. 따라서 

이 과제는 절차는 있으나 그 개념적 의미 탐구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PNC 과제로 분류한다. 

  분석된 과제들의 문항 형식을 살펴보면 수능 연계교재의 특성상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문항 형식을 따르고 있기에 분석된 139개 문항은 모두 

단답형 혹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제시되었다. 서술형 문항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설명해보는 기회가 

제시되지 않고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나 과정 안의 의미를 주목하게 하기 

어렵다. 또한 문항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응답의 형태가 제한되어 있

어 값이나 특정 관계식의 형태로 답을 산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문항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형태의 문항형식에서는 과

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적 대상과 관계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

하기 어려워 과제의 인지적 수준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함수의 표현과 번역활동

  이번 절에서는 전체 139개 문항 중 방정식, 부등식에의 활용과 같이 

함수 표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26개 문항을 제외한 113개 

문항에 대하여 함수의 표현과 표현 간 번역을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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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살펴본다.

1. 제시된 함수 표현

  함수영역의 과제에서 나타나는 함수의 표현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

-2>와 같다. Janvier(1982)에 따른 함수의 표현 분류 중 EBS 연계교재에

서 가장 많이 활용된 표현은 공식 표현으로 70.8%(80/113)의 비율로 나타

났다. 단일한 함수 표현이 나타난 문항에서 공식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대응 형태로 9.7%(11/113)이었으며 그래프는 8%(9/113), 상황·언어

적 표현은 113개 문항 전체에서 한 문항도 제시되지 않았다. 

대응
상황·언어

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

공식

+그래프
합계

9.7(11) 0(0) 0(0) 8.0(9) 70.8(80) 11.5(13) 100(113)

<표 Ⅳ-2> 과제에 나타난 함수의 표현                  단위: %(개수) 

  과제 분석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함수의 표현이 대등하게 제시된 경

우에는 복합적인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공식+그래프 유형이 이에 해당하

고 11.5%(13/113)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

서 제시되었다.

  먼저 단일한 함수 표현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표현인 공식 표현은 [그

림 Ⅳ-3]의 문항 7008-0014에서와 같이 함수가  과 같은 대수

식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에 분류되었다. [그림 Ⅳ-3]의 문항 7008-0018과 

같이 함수식과 그래프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식+그래프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공식+그래프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까지 고려하면 약 

80%가 넘는 과제에서 대수식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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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코드

수능완성 나형

7051-0045

표현 

유형
대응

문항

코드

수능완성 나형

7051-0049

표현 

유형
그래프

문항

코드

EBS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문항 7008-0014
표현 유형 공식

문항

코드

EBS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문항 7008-0018
표현 유형 공식+그래프

[그림 Ⅳ-3] 과제에서 나타나는 함수의 표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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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표현 분류는 대응으로 [그림 Ⅳ-3]의 문항 

7051-0045와 같이 주로 대응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수학

Ⅱ의 함수의 정의에서 제시되는 두 집합 간의 대응을 묻기 위한 과제로 

특정 단원을 제외한 다른 단원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우 과

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으로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프 표현은 [그림 Ⅳ-3]의 문항 7051-0049와 같이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과제들이 해당되며 과제 전체에서 8%(9/113)의 비율로 나타났다. 

공식과 그래프 표현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11.5%(13/113)로 그래프 

표현이 나타난 과제를 고려할 때 전체의 약 20%로서 함수 단원 전반에 

걸쳐 그래프 표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 과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의 그래프 표현의 역할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함수 표현의 분류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표와 상황·언어적 표

현이었다. 특히 상황·언어적 표현의 경우 분석된 113개 과제에서 1개 

문항을 제외한 과제 전부가 수학 내적 맥락이었으며 실세계 상황이나 사

회 현상과 같은 맥락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과제에서 실생활 소재를 사용하여 기술된 문항은 있었으나 

상황으로부터 함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수식으로 변수 간

의 관계가 이미 제시되어 있어 상황·언어적 표현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수학 내적 맥락에서도 도형이나 점의 움직임 변화를 함수로 나타낸 문항

이 있었으나 어떤 것을 로 두고 어떤 양을 함수 로 하는지가 문항

에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 상황 속의 변수인식이나 문항에서 상황에 대

한 해석이나 예측과 같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상황·언어적 표현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제 함수의 표현에 대한 분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공식과 그래프 

표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함수식이 어떠

한 형태로 제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제에서 함수 공식 형태가 나타난 

93개 과제에 대하여 미정계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결과 <표 Ⅳ-3>와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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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따라 

정의된 대수식
하나의 대수식 합계

완전한 형태의 

대수식
7.5(7) 49.5(46) 57(53)

미정계수가 

포함된 대수식
1.1(1) 41.9(39) 43(40)

합계 8.6(8) 91.4(85) 100(93)

<표 Ⅳ-3> 과제에 나타난 함수의 공식 표현의 형태 

  <표 Ⅳ-3>으로부터 하나의 대수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전체의 

91.4%(85/93)이고 구간에 따라 정의된 대수식은 전체의 8.6%(8/93)로 나타

났다. 미정계수가 포함된 형태로 대수식이 제시된 경우는 전체의 

43%(40/93)로 나타났으며 완전한 형태의 대수식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나

머지 57%(53/93)를 차지하였다.

  이로부터 대부분의 함수식은 하나의 대수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구간에 

따라 정의된 대수식도 여러 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함수식이 미정계수를 포함한 형태로 제시

되었는데 이 경우 , , 와 같은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 에 대하

여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때 미정계수들의 값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나타났다.

  그래프는 과제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함수의 

표현에서 그래프와 식+그래프로 분류된 과제 22개 문항과 함수식이 주어

지고 보기에 그래프를 포함하여 식으로 분류된 과제 2개를 포함한 총 24

개의 문항에 대하여 Leinhardt et al(1990)의 그래프활동과 과제에 관한 

분석틀에 따라 <표 Ⅳ-4>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와 함께 그래프 표현이 

과제에서 다뤄지는 방식을 보기 위하여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묘사나 언

급이 과제에 있는지 그리고 과제에서 그래프 표현이 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11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표 Ⅳ-5>와 같이 그 비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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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그래프 활동 그래프 과제

해석 구성 예측 분류 번역 축척

66.7(16) 33.3(8) 0 0 9 0

<표 Ⅳ-4> 그래프 활동과 그래프 과제의 분류 

  먼저 <표 Ⅳ-4>에서 그래프 활동에서 해석은 전체의 66.7%(16/24)이고 

구성은 전체의 33.3%(8/24)로 나타났다. 해석의 경우는 [그림 Ⅳ-3]의 문

항 7051-0049와 같이 그래프로부터 특정한 함숫값과 같은 양적 특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의 경우 식에서 그래프로 변환하는 

과제가 분류되었다. 그래프 과제에서는 예측, 분류, 번역과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번역과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함수의 그래프가 과제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함

수의 그래프에 대한 언급과 실제 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표 Ⅳ-5>와 

같이 분류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에 대한 언급은 전체 113개 문항 중 절

반이 넘는 51.3%(58/113)이었으나 이 중 실제로 그래프 표현이 제시된 경

우는 22.1%(25/113)로 나타났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기술이 있으나 그

래프 표현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는 29.2%(33/1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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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표현 제시
그래프 표현

제시되지 않음
합계

그래프 언급 22.1(25) 29.2(33) 51.3(58)

그래프에 대한 

언급 없음
0(0) 48.7(55) 48.7(55)

합계 22.1(25) 77.9(88) 100(113)

<표 Ⅳ-5> 그래프의 언급과 실제 표현 제시 여부에 따른 분류

  이로부터 그래프 표현의 시각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예측과제나 분

류, 축척 등 다양한 유형보다는 주로 번역 과제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래프에 대한 언급과 실제 표현의 제시 여부에 따

른 분류로부터 그래프 내용이 다뤄지는 경우와 실제 표현의 빈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함수영역에서 함

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시된 그래프 표현이 활용되는 방식뿐 아니라 그래프 표현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래프에 대한 특성을 다루는 문항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2. 함수 표현 간의 번역

  함수의 표현 간 번역을 요구하는 과제는 113개 문항 중 문항으로 

7.96%(9/113)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와 상황·언어적 표현이 없었기 때문

에 번역활동은 식과 그래프 간의 번역만 제시되었으며 번역 과제는 함수

의 유형에 따라 <표 Ⅳ-6>와 같이 제시되었다. 이 중 그래프 → 식, 식

→ 그래프의 번역이 모두 나타난 과제가 한 개 문항에 대해서 중복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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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그래프 그래프 → 식 합계

함수 1 1

일차함수 이차함수 4 4

유리함수 1 1 2

무리함수 1 1 2

지수함수 0

로그함수 0

삼각함수 1 1

합 계 3 7
10

(1개 중복)

<표 Ⅳ-6> 함수의 표현 간 번역 문항의 함수 유형별 분포

  <표 Ⅳ-6>으로부터 함수의 표현 간 번역에서 식 → 그래프보다 주로 

그래프 → 식으로 번역하는 과제가 많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식 → 그래프로의 번역 과제를 살펴보면 수학 Ⅱ의 함수 단원에

서는 합성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함수식으로부터 [그림 Ⅳ-4]의 문

항 7007-0072와 같이 보기 중에 적절한 그래프의 개형을 고르는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프 → 식으로 번역은 주로 일차, 이차함수에서 제시되었으며 유리

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에서는 각각 한 문항씩 이에 해당하였다. 그래

프에서 식으로의 번역 과제에서는 [그림 Ⅳ-4]의 문항 7051-0056에서와 

같이 함수식을 미정계수를 포함한 형태로 제시하거나 문항 7051-0051과 

같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유형이 일차함수인지, 이차함수인지 등 함

수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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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코드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문항 7007-0072

번역 

유형
식 → 그래프

문항 

코드

수능완성 

나형 문항

7051-0051

번역

유형

그래프  

→ 식

문항 

코드

수능완성 

나형 문항 

7051-0056

번역

유형

그래프  

→ 식 

→ 그래프

[그림 Ⅳ-4] 함수의 표현 간 번역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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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기능에 따

른 세부분석 결과

  이번 절에서는 전체 139개 과제의 인지적 수준에 대한 분석을 세분화

하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기능에 비추어 EBS 수능 

연계교재의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의 내용과 그 방식을 확인한다. 

M 과제는 내용요소에 따라서 그리고 PNC 과제는 기능에 따라 분석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 과제 세부 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139개의 과제들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학의 

개념, 공식 및 용어를 상기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가 없거나 너무 짧은 

특성을 갖는 M 과제는 3.6%(5/139)로 나타났다. 이에 <표 Ⅲ-3>의 성취

기준으로부터 도출한 내용 요소에 따라 M 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

-7>과 같다.

   내용요소

과제 수

합성함수

정의

유리함수 

그래프와 

그 성질

무리함수 

그래프와 

그 성질

삼각함수 

그래프
합계

개수 2 1 1 1 5

<표 Ⅳ-7> 내용 요소에 따른 M 과제의 세부 분류 

  분석 결과 [그림 Ⅳ-5]의 문항 7007-0046과 같이 합성함수의 정의를 

재생하도록 하는 문항이 2개 나타났고 그 외에는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나 

주기, 최댓값과 같은 그래프의 특성을 기억하도록 하는 문항이 유리함

수, 무리함수, 삼각함수에서 각각 한 문항씩 제시되었다. 문항 7007-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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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과서에서는 빈 칸 채우기 형태의 M 과제로 제시하는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을 미정계수를 이용하여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한 공식을 기억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항 7008-0055은 코사인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재생하도록 요구한다. 코사인함수는 주기가 이고 최댓값이 인 그래프

를 가진다. 교과서에서는   cos   꼴의 삼각함수에 대한 주

기와 최댓값, 최솟값을 공식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기억하여 과

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항코드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문항 7007-0046
내용요소 합성함수의 정의

문항코드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문항 7007-0061
내용요소 유리함수와 그 그래프

문항코드
수능특강 미적분Ⅱ 

문항 7008-0055
내용요소 코사인함수의 그래프

[그림 Ⅳ-5] M 과제에 나타난 내용요소 예시

     

  앞서 <표 Ⅲ-3>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는 이 외에도 역함수, 지수함수

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그 성질 등이 있다. 다만 분석 대상 139개 문항 

중 분류된 M 과제의 수는 5개로 이들 내용 요소를 확인해보기에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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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NC 과제를 기능에 따

라 분류하면서 함수영역의 내용요소도 함께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그 결

과 계산절차나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PNC 과제

로 분류된 과제들에서 역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특성, 

탄젠트함수와 사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성도 고르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는 함수영역에서 수학적 지

식, 개념, 공식 등의 내용 요소를 고르게 포함하고 있으며 기억해야 할 

내용지식이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PNC 과제 세부 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139개의 과제들에서 알고리즘적인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

는 것에 초점을 두는 PNC 과제는 96.4%(135/139)로 나타났다. 이에 <표 

Ⅱ-2>에서 함수영역의 내용요소와 관련된 기능인‘그래프 그리기, 이해

하기, 함수 구하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문제 해결

하기’에 따라 PNC 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7>와 같으며 나타난 

기능의 빈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그림 Ⅳ-6]이다.

  고등학교 함수영역의 내용요소와 관련된 8가지의 기능 중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난 것은 계산하기 기능과 이해하기 기능으로 계산하기 기능이 

94.8%(127/134) 그리고 이해하기 기능이 76.9%(103/134)로 그 뒤를 이었

다. 두 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볼 때 대부분의 문항에서 계산하기

와 이해하기 기능이 강조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표현하기 기능이 47.8%(64/134)로 이해하기 기능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서 

전체 PNC 과제의 절반에 가까운 문항에서 표현하기 기능이 다뤄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기능이 나타난 비율을 살펴보면 그래프 

그리기 기능이 29.1%(39/134), 함수 구하기 기능은 23.1%(31/134), 활용하

기 기능이 20.9%(28/134)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문제해결하기 기능은 전체의 2.2%(3/134), 설명하기 기능은 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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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나 설명하기 

기능이 134개의 PNC 과제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기능

비율

그래프

그리기

함수

구하기

이해

하기

계산

하기

표현

하기

활용

하기

문제해

결하기

설명

하기

비율(%)

(개수)

29.1

(39)

23.1

(31)

76.9

(103)

94.8

(127)

47.8

(64)

20.9

(28)

2.2

(3)

0

(0)

<표 Ⅳ-8> 기능에 따른 PNC 과제의 세부 분류 

[그림 Ⅳ-6] PNC 과제에 나타난 기능의 빈도 

  본 연구에서는 설명하기 기능을 과제의 해결 방법이나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표현하

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분석 결과에서 설명하기 기능이 나타나

지 않은 것은 서술형이 없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문항 형식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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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산하기와 이해하기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계산 과

정이나 대수적인 식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 문항은 계산하기 기능으로, 

문제의 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제시된 조건을 파악하거나 주어진 함수

의 수학적 표현, 지식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요구하는 문항은 이해하기 

기능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계산하기(94.8%)와 이

해하기(76.9%) 기능을 다루고 있었으며 함수구하기, 표현하기, 활용하기 

등의 다른 기능들과 함께 제시되었다. 예시 문항은 [그림 Ⅳ-7]과 같다.

문항

코드
7051-0039

내용

요소

함성함수의 

정의
기능

계산하기, 이해하기, 

함수구하기

문항

코드
7008-0046

내용

요소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
기능

계산하기, 이해하기, 

그래프 그리기, 표현하기

[그림 Ⅳ-7] 계산하기와 이해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예시

  [그림 Ⅳ-7]의 문항 7051-0039는 합성함수의 정의로부터 주어진 수학

적 조건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해야 하는 문항으로 그 과정에서 식의 

조작과 계산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산하기, 이해하기와 함수 구하

기 기능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항 7008-0046은 사인함

수와 코사인함수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하여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댓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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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을 구하도록 하는 문항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을 정리

하여 구간에서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에 그래프 그리

기와 표현하기 기능에 더하여 삼각함수의 관계,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식의 조작 및 계산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계산하기와 이해하기 기능을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두 문항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함수영역의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낼 수 있어야 하는 대수적인 식의 조작, 함숫

값의 계산절차 그리고 함수 표현이나 주어진 함수와 그래프의 성질에 대

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계산하기와 이해하기 기능은 고등학교 함수영역의 학습에 있어

서 기본적인 기능이며 함수 구하기, 표현하기, 활용하기, 그래프 그리기 

등의 다른 기능을 요구하는 절차를 다룸에 있어 함께 요구된다. EBS 수

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들은 이러한 기본 기능을 함수 과제 전반에 걸

쳐 높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함수 구하기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함수의 합성함수나 역함수를 구하여 식 혹은 그

래프 등으로 나타내거나 합성함수나 역함수의 특정 함숫값을 구하는 문

항을 함수 구하기 기능으로 분석하였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에 따른 기능을 살펴보면 함수 구하기 기능은 공통수학 <수학>

의 함수의 정의와 함성함수와 역함수 단원에서 다뤄진다.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도 해당 단원의 과제에서 주로 분석되었음을 고려하면 전체 과

제에서 함수 구하기 기능(23.1%)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함수 

구하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들 중 예시 문항을 [그림 Ⅳ-8]과 같

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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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코드
7007-0044

내용

요소

합성함수, 

역함수
기능 함수구하기, 계산하기

문항

코드
7007-0067

내용

요소

유리함수, 

역함수
기능

함수구하기, 계산하기, 

이해하기

[그림 Ⅳ-8] 함수구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예시1

  앞서 [그림 Ⅳ-7]의 문항 7051-0039와 같이 합성함수의 식을 직접 구

하는 문항 외에도 [그림 Ⅳ-8]의 문항 7007-0044와 문항 7007-0067과 같

은 문항의 형태가 상당수 제시되었다. 문항 7007-0044은 역함수와 합성

함수의 특정한 함숫값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를 미정계수를 포함

한 공식표현으로 제시한다. 이 때 역함수나 합성함수의 식을 직접 구해

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특정한 함숫값을 구해야 

하므로 함수 구하기 기능에 해당한다. 문항 7007-0067은 역함수의 함숫

값을 이용하여 함수 구하기 기능으로 분석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유리함수 의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으나 미정계수를 포함한 

의 식을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제시된 두 조

건을 의 함숫값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어 푸는 방향을 암시하고 있

다. 두 문항은 공통적으로 합성함수나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하지 않지

만 그 특정한 함숫값을 구하거나 혹은 이용하도록 하며 함수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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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미정계수를 포함한 식의 형태로 제시되며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문항들은 앞서 함수의 표현의 분석에 있어 <표 Ⅳ-3>

에서 미정계수를 포함한 공식 표현(43%)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확인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이

용하는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문항이지만 과제

의 해결 과정에서 미정계수에 대한 연립일차방정식의 풀이절차가 반복되

어 대수적 조작이 보다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함수 구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문항 중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정의와 성

질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항도 제시되었

으며 예시 문항은 [그림 Ⅳ-9]와 같다. 문항 7050-0045는 대응으로 표현

된 함수로부터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야 하며 문항 7050-0049는 역함수 

그래프 표현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합성함수의 값을 알아내야 한다. 두 

문항은 함수 구하기 기능을 포함하고 실제로 함수의 합성의 과정을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함수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읽어내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제로 볼 수 있다.

문항

코드
7050-0045

내용

요소
합성함수

문항

코드
7050-0049

내용

요소

합성함수, 

역함수

기능 함수구하기, 표현하기 기능 함수구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그림 Ⅳ-9] 함수구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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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함수 구하기 기능은 고등학교 함수영역에서 함수의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접한 후 함수의 합성과 역을 배우는 단원에서 주로 다뤄

지는 기능이다.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식의 조작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또는 이해하기와 함께 다뤄지고 있었으며 대응

이나 그래프로부터 시각적으로 나타낸 과제로부터 표현하기 기능과 같이 

제시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구하기 기능에 해

당하는 과제에서는 미정계수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이용한 대

수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된 과제들이 상당수 제시되었고 시각적 표현과 

함께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항들도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3 그래프 그리기와 표현하기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함수

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도록 요구하는 문항은 그래프 그리기 기능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래프 그리기를 포함하여 문제 상황으로부터 함수 관

계를 공식, 표, 그래프, 대응 등의 방법으로 나타내도록 하거나 함수의 

표현방법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거나 함수의 표현을 변환하는 번역 과제

는 표현하기로 고려하였다. 

  먼저 그래프 그리기 기능은 전체의 29.1%(39/134)의 과제에서 다뤄지고 

있었으며 그래프의 개형을 직접적으로 그리도록 하는 문항 외에도 그래

프가 가진 특성을 묻거나 과제 해결을 위해 개형을 그릴 것이 암시적으

로 요구되는 문항들이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을 [그림 Ⅳ-10]

과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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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코드
7007-0072

내용

요소

무리함수와 

그 그래프
기능

그래프 그리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문항

코드
7050-0038

내용

요소
삼각함수

문항

코드
7051-0060

내용

요소

무리함수와 

그 그래프

기능
그래프 그리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활용하기
기능

그래프 그리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그림 Ⅳ-10] 그래프 그리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예시

[그림 Ⅳ-10]의 문항 7007-0072은 식→그래프 유형의 번역 과제로 적절

한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기 중에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문항 7050-0038

은 그래프 표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지만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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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인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 주어진 구간을 나타내야 하므로 그래

프 그리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7051-0060

은 그래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래프 표현은 제시되지 않은 경우로 

무리함수 그래프  꼴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래

프 개형을 그릴 것이 암시적으로 요구되므로 그래프 그리기 기능에 해당

한다. 이는 앞서 함수의 표현에 대한 분석 중 <표 Ⅳ-5>의 그래프 표현

이 실제로 제시되지 않으며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는 경우(29.2%)

에 해당한다. 이처럼 과제들의 상당수는 그래프의 표현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절차가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표 Ⅳ-6>의 함수의 표현 간 번역 과제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그래프 그리기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PNC 과

제의 기능에 따른 분석결과로부터 연계교재에서는 식에서 그래프로 나타

내는 절차를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등 함수영역 전반에 걸쳐 상

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함수 유형에 따른 그래프의 특

성을 학습할 기회를 고르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하기 기능은 전체 PNC 과제의 47.8%(64/134)에서 다뤄지고 있었으

며 그래프 그리기 기능은 모두 표현하기 기능에 중복하여 분류되었다. 

그래프 그리기 기능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표현하기 기능이 나타난 경우

에는 주어진 그래프 표현을 이해하여 수학적 조건으로 나타내도록 요구

하거나 함수 공식 표현으로 번역하는 과제가 나타났다. 그 예시 문항을 

[그림 Ⅳ-11]와 같이 선정하였다.

  [그림 Ⅳ-11]의 두 문항은 공통적으로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표현을 

이해하고 보다 간결한 표현으로 나타내거나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여 문

제를 해결하므로 그래프 그리기 기능은 포함하지 않은 표현하기 기능으

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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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코드
7008-0015

내용

요소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능

표현하기, 이해하기, 

계산하기, 활용하기

문항

코드
7008-0062

내용

요소

코사인함수의 

그래프
기능 계산하기, 표현하기

[그림 Ⅳ-11] 표현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예시

문항 7008-0015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 

이루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와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식으로 나타

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프의 양적인 특성을 읽어내는 해석활동을 포

함한다. 이는 그래프 표현에 나타난 양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 지식

에 기반한 논리적인 절차로부터 보다 간결한 표현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표현하기 기능으로 분석되며 함수영역의 학습에서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와 같은 문항에서 그래프 표현으로부터 대수적 

조건식을 구한 이후에는 대수적 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

하다. 표현하기로 분석된 다른 문항에서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활동에 있

어 문항 7008-0015와 같이 그래프의 양적인 특성을 읽어내는 것을 요구

하였으며 그래프로부터 질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 문항은 제시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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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항 7008-0062는 제시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미정계수를 포

함하고 있는 코사인 함수의 식 표현을 구하도록 하는 그래프→식 유형의 

번역과제이다. 이 문항은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대

수식이 주어졌지만 식의 형태로부터 이미 함수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 

그래프로부터 함수를 추측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함수식에 

포함된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로부터 어떤 특성을 확인해야 

할지가 주어진 표현으로부터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표현해야 할 

형태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 번역 과제는 수행해야 할 

인지적 절차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번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김인희, 2009). 학생들이 그래프를 식으로 번역하는 과정

에서 지수적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여 반비례함수와 지수함수를 혼동하

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김인희, 2009; 천유형 외, 2013) 함수의 유

형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을 때는 그래프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추측의 

과정이 생략되어 학생들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지점을 학습 과정에서 다

루지 못할 수 있다. 

  이로부터 표현하기 기능은 그래프 그리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외에

도 그래프 표현을 분석하고 그래프에서 식으로 번역하는 과제를 포함하

고 있었다.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는 그래프의 양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논리적 절차에 따라 간결한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절차를 상당

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한된 함수의 유형 안에서 그래프→식의 번

역과제를 고르게 제시하였다. 다만 그래프의 양적인 특성의 탐색이 강조

되어 그래프로부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번역과

제의 탐구활동은 다소 제한적인 형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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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활용하기와 문제해결하기

  본 연구에서는 함수에 관한 수학적 지식과 성질로부터 다른 수학 영역

의 문제 상황을 응용하거나 실생활 현상을 표현하고 분석하는데 함수를 

이용하는 문항을 활용하기 기능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단순히 함수영역

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문제 상황이나 실생활의 현상을 함수의 

아이디어로 분석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풀이를 

요구하는 문항은 문제해결하기 기능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활용하기 기능은 PNC 과제 전체의 20.9%의 과제에서 나타났고 

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활용한 문항들이 분

석되었다. 이는 교과서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의 활용을 별도로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과제가 많이 다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활용하기 기능

에 대한 예시 문항을 [그림 Ⅳ-12]와 같이 선정하였다.

  

문항

코드
7050-0003

내용

요소
지수함수

문항

코드
7050-0011

내용

요소
로그함수

기능
활용하기, 계산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기능 활용하기, 계산하기, 이해하기

[그림 Ⅳ-12] 활용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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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7050-0003은 지수함수 그래프 위의 네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마름

모에 대하여 주어진 도형의 넓이로부터 도형을 탐구하기 위해 지수함수 

표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문항 7050-0011은 로그를 포

함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log를 치환하고 로그함수 표현과 성질을 

활용해야 한다. 두 문항은 함수 단원에서 다룬 수학적 성질이나 정의를 

이용하여 도형, 방정식, 부등식과 같은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므로 활용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문항은 공통

적으로 함수 표현이나 성질을 문제 해결과정에서 사용하지만 그 절차가 

함수 관계와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지는 않는다. 문항 7050-0003에서 그

래프 위의 점으로 구성된 마름모는 변화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문제 상황에서도 이를 함수 관계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문항 7050-0011

에서도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밑의 값에 

따른 로그함수의 증가, 감소와 같은 성질은 고려되지만 실제 치환을 통

해 방정식을 푸는 절차는 이차방정식의 풀이 절차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활용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는 정형화되어 있는 일련의 절차

를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함수 내용과의 연결성은 강하지 

않은 특징이 나타났다. 연계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반복적

으로 다루고 있어 함수의 내용 지식의 활용을 포함한 절차의 학습을 충

실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과 연결성을 가지는 함수적인 아이디어를 이

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를 문제해결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단순히 함수에 관한 수학적 지식, 

정의, 성질을 다른 영역의 문제 상황에 이용하는 활용하기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하기 기능은 PNC 

과제 전체에서 2.2%로 나타났으며 분석된 문항은 [그림 Ⅳ-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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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코드
7007-0058

내용

요소

합성함수의 

정의
기능

문제해결하기, 활용하기, 함수 

구하기, 계산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문항

코드
7008-0016

내용

요소

로그함수의 

그래프
기능

문제해결하기, 활용하기, 

이해하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문항

코드
7008-0020

내용

요소

지수함수의 

정의
기능

문제해결하기, 활용하기, 

이해하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그림 Ⅳ-13] 문제해결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과제 예시

  문항 7007-0058은 점 가 사각형의 위를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삼

각형 의 넓이를 함수 관계로 나타내고 이로부터 합성함수 를 

구하는 문항이다. 이는 단순하게 함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이나 절차를 

사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변화하는 도형의 넓이를 함수라는 아이디어로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활용하기에 더하여 문제

해결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문항 7008-0016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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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의 기울기에 따라 변화하는 삼각형 의 넓이 를 함수의 아

이디어로부터 탐색하도록 요구한다. 두 문항은 공통적으로 수학 내적인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형의 넓이를 함수 관계를 통해 분석하도록 요구하

는 문항이다. 이는 기하에서 다뤄지는 도형을 공간 상의 정적인 대상에

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도형으로 바라본 것이며 그 관계를 함수를 통해 

나타내는 과정으로부터 수학의 여러 영역을 연결시키는 함수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드러난다(김남희 외, 2006). 앞서 활용하기 기능만을 포함했던 

문항 7050-0003에서 마름모는 정적인 대상이며 함수 관계와의 연결성이 

적으나 문항 7007-0058과 문항 7008-0016에서는 변화하는 기하적 대상

을 함수적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문제해결하기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항들은 수학의 여러 

영역을 다루는 함수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유용함 그리고 그 의미를 경험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제이다. 

  문항 7008-0020은 온도가 일정한 연구실에서 어떤 물체를 냉각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로서 이 때 시간 분 후의 온도 

를  라는 함수 관계식으로 제시한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

화는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함수 현상들 중 하나로서(김남희 외, 2006) 

특히 시간에 따른 물체의 냉각 현상은 어떤 양의 변화율이 그 양 자체에 

비례하는 현상을 조직하는 유용한 수단인 지수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맥

락이다(허남구 외, 2017). 이러한 점에서 문항 7008-0020은 실생활의 현

상을 함수적 아이디어와 연결하여 바라보고 지수함수와 관련된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으로부터 해결하게 하는 문제해결하기 기능을 포함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지수함수와 로

그함수 단원의 일반화된 지식인‘지수함수는 급격히 증감하는 수량이나 

현상을 다루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

명하는데 활용된다(교육부, 2015)’를 다루고 있어 함수의 학습으로부터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개념과의 연결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다.

  다만, 문항 7008-0020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해결 기능은 다소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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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로 주어진다. 문제에서 물체의 온도, 시간과 같은 실생활 소재가 

사용되지만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건과 함수 관계가 이미 주어져 있어 제

시된 맥락을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장형 맥락

(camouflage context)에 해당한다(Wijaya et al., 2015). 이는 상식적 추론

과 수학적 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관계적이고 본질적인 맥락(relevant and 

essential context) 유형과는 구분된다. Wijaya et al.(2015)는 맥락 과제의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질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수학적 모

델링을 요하는 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문항 7008-0020에서 맥락을 다루는 방식이 보다 관계적이고 본질적인 접

근으로 보완되어 제시될 때 학생들에게 함수의 의미를 경험할 기회를 보

다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문제해결하기 기능은 함수 학습의 의미와 연결시키고 함수 

아이디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꼭 다뤄져야할 부분

이지만 전체 PNC 과제에서 2.2%의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해결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문항들은 곧 학교 수학의 

함수영역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함수적 사고

인 실생활 현상을 조직하는 도구로서의 함수, 수학의 여러 영역을 통합

시키는 아이디어로서의 함수를 드러낸다. 이들은 앞서 함수의 표현 분류

에서 상황·언어적 표현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맥락과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서 함수의 아이디어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된다면 함수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잠재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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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EBS 수학영역 수능 연계교재에서 함수영역을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는 2018학년도 수능대비 <수능특강 수학Ⅱ&미적분Ⅰ>, <수

능특강 미적분Ⅱ>, <수능완성 가형>, <수능완성 나형> 4권의 함수 단원 

과제로부터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Smith & Stein, 1998), 함수의 표현

과 번역활동(Janvier, 1982) 그리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요

소와 기능에 따라 과제에서 함수영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방식을 분석

하였다.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단원 과제들에서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

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교재에 포함된 함수 과제들의 인지적 

수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한 함수영역의 

과제 139개 전부 인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PWC나 DM과 같은 높은 인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M 과제는 주로 빈칸 채

우기 과제에서 빈칸을 미정계수로 대체한 형태나 절차 없이 답을 바로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 외의 과제는 모두 PNC 과제로 

분류되었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해야 할 정답에 다다르기 위한 

절차와 어떤 수학적 개념, 법칙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문제에서 분명

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분석 대상의 대부분이 PNC 과제로 분

류되어 PNC 과제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항 형식에 있어서는 

선다형이나 단답형 문항의 형식에 맞추어 제한된 형태의 응답을 요구하

는 특징이 나타났고 따라서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

의 의미에 대한 탐구보다 정답의 산출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분석 대상 중 함수 표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113개 문항을 대상으

로 함수의 표현을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된 함수의 표현은 공식 표

현이었다. 공식 표현 다음으로는 그래프 표현과 집합 사이의 대응으로서

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 형태가 나타났다. 반면 표와 상황·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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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공식 표현의 세부 분석 결과 하나의 

대수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구간에 따라 다른 식

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표현으로 제시되는 문항도 다루어지고 있었으

며 공식 표현으로 제시된 함수 과제의 상당수가 미정계수를 포함한 형태

의 함수식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래프 표현 분석 결

과 그래프 활동에서는 구성보다는 해석이 주로 나타났고 그래프 과제 분

석에 있어서는 번역 과제는 일부 제시되었으나 예측, 분류, 축척 과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문항에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는 

경우는 전체 분석된 문항의 절반에 가까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지만 실제로 그래프 표현이 제시되는 경우는 그의 절반이 되지 않아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함수의 표현 간 번역과제는 표와 

상황·언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 공식과 그래프 간의 번역활동만 분

석되었다. 공식과 그래프 표현 간의 번역활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제외한 모든 함수 유형에서 한 문항씩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기능에 따라 

앞서 인지적 수준에 따라 분석한 M 과제와 PNC 과제를 세부적으로 분

석하여 연계교재의 함수영역 과제들이 다루고 있는 함수의 내용과 그 방

식을 살펴보고 함수의 표현과 번역활동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부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M 과제를 <표 Ⅲ-3>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교육과정 상 함수영역에서 기억해야 할 

수학적 지식이나 용어 등의 내용요소를 고르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PNC 과제를 함수영역의 내용 요소와 관련된 기능에 따라 분석한 결

과 가장 많은 문항에서 나타난 기능은 계산하기 기능으로 대부분의 문항

에서 계산하기와 이해하기 기능을 포함하며 다른 기능을 요구하는 절차

에 있어서 기본적 기능으로서 함께 요구되었다. 또한 함수 구하기 기능

을 포함하는 과제의 경우 함수의 합성과 역을 다루는 특정 단원에서 주

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함수 구

하기 기능을 포함한 과제로는 <표 Ⅳ-3>의 미정계수를 포함한 공식표현

으로 함수식이 주어지고 합성함수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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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일차방정식의 풀이와 같은 대수적 조작을 반복하게 하는 문항이 상

당수 제시되었지만 [그림 Ⅳ-9]와 같이 함수의 합성과 역의 과정을 시각

적 표현과 함께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문항도 다뤄졌다. 그래프 그

리기 기능은 앞서 <표 Ⅳ-5>와 <표 Ⅳ-6>의 함수의 표현 간 번역문항으

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함수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려보아야 하는 문항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며 교육과정에서 다

뤄지는 함수 유형별로 고르게 제시되어있어 각 함수 유형별로 기본 형태

의 그래프와 그 특성을 학습할 기회를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현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문항에는 그래프 그리기 기능에 

해당하는 문항 외에도 그래프 표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와 그래

프에서 식으로 번역과제가 분석되었다. 그래프 표현에 대한 이해를 요구

하는 경우는 주로 그래프의 양적인 특성에 대한 표현하기 절차가 강조되

었으며 <표 Ⅳ-6>에서 분석된 그래프에서 식으로의 번역에 있어 표현해

야 할 함수식이 미정계수를 포함한 형태로 제시되어 다소 제한적인 번역

과정이 나타났다. 활용하기 기능이 나타난 문항은 주로 방정식과 부등식

에의 활용으로 상당수의 문항에서 함수 단원의 내용지식을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문제 상황에 함수적인 아이

디어를 연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활용하기 기능과 구분되는 문제 해결

하기 기능은 전체 PNC 과제에서 매우 낮은 비율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문제해결하기 기능으로 분석된 문항들에서 나타난 함수적 아이디어

의 접근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맥락이 제시되는 방식이 보완된다면 충

분히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

명하기 기능은 PNC 과제 전체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서술형

이 없는 EBS 연계교재 문항의 응답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함수 지도에 관한 선행연구(강현영, 2007; 나경수, 최성필, 2011; 

Janvier, 1982; Leinhardt, Zaslavsky, Stein, 1990; 천유형·임대근·류현

아, 2013; 김인희, 2009; 박천수, 2010; 송정화·권오남, 2002)로부터 학교 

수학의 함수 교육이 지향하는 함수적 사고 경험을 위해 함수 과제가 가

져야 할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함수가 실세계 상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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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현상,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

하도록 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실세계 현상과 수학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함수적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한다. 셋째, 함수가 수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아이디어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으로부터 도

출한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영역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함수 학습의 기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안점을 살펴본다.  

  첫째,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는 교육과정의 함수 내용 요소

와 절차적인 지식은 충분히 학습하게 하지만 수학적 문제해결이나 추론

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경험할 기회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이

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과제의 인지적 수준

이 항상 동등할 수는 없으며 과제는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 것에 도

움이 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홍창준, 김구연, 2012) 분석 결

과로부터 EBS 연계교재 함수영역의 M 과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의 내용요소를 고르게 다루고 있어 수학적 지식의 암기를 확인하는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PNC 과제에서는 계산하기, 이해하기 

기능이 강조된 절차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고 함수 구하기 기능에서

는 함수의 합성과 역에 따른 성질과 그 대수적인 조작을 상당한 비중으

로 다루고 있어 함수영역에서 요구되는 절차적인 지식은 충분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학적 지식의 암기를 확인하는 M 과제나 

원리에 대한 깊은 탐구와 연결되지 않는 절차의 수행을 연습하는 PNC 

과제만으로는 학생들이 수학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고차원적 사고를 배

양하기 어렵다(김구연, 전미현, 2017; 홍창준, 김구연, 2012; 김미희, 김구

연, 2013; Wijaya et al., 2015).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이나 계산 기능의 

습득에서 더 나아가 고차원적 사고를 경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수학적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으로 제시하였으며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도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학교수학을 통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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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제시한다(교육부, 2015). 이를 고려할 때,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

수 단원 과제의 인지적 수준에서 나타난 편향성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적 사고와 핵심역량을 신장시킬 기회를 제한하는 요

소가 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함수 

유형에 따른 그래프 그리기 기능의 학습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래프의 역할과 그래프 표현에 대한 해석 및 번역활동이 제한적으로 제시

되고 있어 그래프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활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분

석 결과로부터 식에서 그래프로의 번역과제로 분류된 문항 이외에도 과

제의 해결과정에서 그래프 그리기 기능을 요구하는 문항이 상당한 비중

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수영역

의 내용요소에 따라 일차, 이차함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삼각함수에 이르기까지 함수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함수 유

형에 대한 그래프 개형 그리기를 절차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제시되고 있

어 EBS 연계교재에서 그래프 그리기 기능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항에서 함수의 그래프 표현으로부터 

문제에 필요한 수학적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는 표현하기 기능과 그래프

에 대한 해석 활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만 분석된 과제의 문제해결 과

정에서 사용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그래프의 양적인 특성을 읽어내는 것

에 초점을 두며 그래프 표현으로부터 문제 해결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식

으로 표현한 후 대수식을 풀이하는 절차가 강조되어 그래프 자체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송정화·권오남(2002)은 변화 현상을 

표현하는 함수 개념의 발생 맥락에서 볼 때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이 함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래프가 대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그치고 실제 문제 해

결 방법에서 그래프 자체의 해석보다 대수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은 함수 학습과 표현에서 그래프가 갖는 장점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게 

한다. 또한 그래프 표현을 미정계수로 표현된 함수식으로 번역하는 활동

으로는 함수의 표현 간 번역활동 중 핵심적인 부분을 누락하여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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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다루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변화현상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측, 축척, 분류와 같은 다양한 그래프 과제를 제시하고 그래

프로부터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질적인 해석활동 그리고 함수의 다

양한 표현 간 번역활동을 보완하여 그래프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EBS 수능 연계교재의 함수 과제에서는 수학 내적 영역의 교육과

정에 제시된 활용은 충실하게 다루고 있으나 실생활 속의 현상이나 문제 

상황을 함수적 사고로부터 표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제의 분석 결과로부터 

연계교재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의 활용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

함수 등 함수 단원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생활 맥락이나 수학 내적 문제 상황에서 함수 관계를 표현하도록 하는 

문항, 다시 말해서 함수적인 아이디어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 상

황을 함수로 표현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해결하기 기능

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은 매우 적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함

수영역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표현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

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지수함수와 로그함

수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에 비추어볼 때 연계교재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만 

그 이전에 현상을 조직하는 함수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로

부터 함수의 유용성이나 가치를 인식하게 하기 어렵다. 학교 수학에서 

함수 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함수적 사고란 실생활, 자연 현상, 사회 현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수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핵심적 아이디어로서의 함수를 이해하는 것으로

(김남희 외, 2006; 강현영, 2007; 나귀수, 최성필, 2011; NCTM, 2000;) 이

와 같은 함수적 사고를 경험하도록 하는 문항이 더 많이 제시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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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Ⅳ-13와 같이 문제해결하기 기능으로 분석

된 과제들을 함수적 사고의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문항

들로 제안한다. 특히 위장형 맥락으로 제시된 문항 7008-0020의 맥락 제

시 방식을 개선하여 본질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맥락을 다루도록 보

완한다면 학생들에게 함수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현상을 함수를 통해 조직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반되는 인지적 노력은 고차적인 수

학적 사고능력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단계적인 질문 또는 서술

형 형식을 통해 이와 같은 문항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함수 맥락

을 지닌 현상을 상황 언어적 표현이나 그래프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은 

함수 표현에 대한 다양한 탐색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시하며 이로부터 질

적인 해석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부터 시행된 ‘EBS 수능연계 정책’의 영향으로(한국방송공사, 

2011)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연계교재는 교수학습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임종헌·김병찬, 2014; 김태우, 안선회, 2015) 연계교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기회와 수학 영역의 내용을 다루는 방식에 대

한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과제 분석은 

의의를 갖는다. 수학 학습에 있어서 학습 경험의 부족은 곧 학습 기회의 

문제로 연결되며 이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

치고 과제는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과 사고방식을 결정한다((Doyle, 1983; 

Stein et al, 1996; Stein & Smith, 1998). 때문에 학생들은 의미 있는 수

학 과제로부터 과제의 해결과정에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더욱 깊게 탐

구하고 의미 있는 사고과정을 경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차적인 수학

적 사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수학에서 공통적

인 주제로 여러 수학 영역을 연결시키고 있는 함수에 대해 변화하는 현

상과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함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학 과제에서 이러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과제의 특성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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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8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

능 연계교재 중 네 권에 포함된 함수 단원 과제들을 분석대상으로 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적분이나 극한의 개념과 관련한 논의를 목표로 

하지 않기에 연계교재에서 미적분 개념과 관련되지 않은 함수 단원의 과

제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전체 과제들 중 139개 문항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수능 연계교재 전체 혹은 연계교재에

서 나타난 함수영역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점

이 따른다.

  향후 EBS 수능 연계교재의 다른 수학 영역에 대한 과제 분석을 통해 

과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학습 기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EBS 교재의 수학 과제의 개선 및 개발에 있어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로부터 학교 수학에서 학

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수학적 사고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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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Mathematical 

Tasks in KSAT-EBS linked 

Coursebooks : Focusing on 

Functions

Yu Jin-su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osure of students to meaningful and worthwhile mathematical 

tasks is an important issue since mathematical tasks determine not only 

the content to learn but also the way of thinking. Due to importance 

of mathematical tasks, many analytic studies of tasks in the textbook 

have been done. However, even though KSAT(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EBS linked coursebooks have had a great effect on the 

teaching-learning and the evaluation of high schools under the 

influence of the KSAT-EBS linked policy, there have been a lack of 

research on KSAT-EBS linked coursebooks from the mathematics 

educatio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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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s the common theme throughout the mathematical 

curriculum and it has the meaning of more than just one theme in 

mathematical learning in that it integrates a number of areas of 

mathematics. Therefore, analysis of the tasks on functions in KSAT-EBS 

linked coursebooks would provide plentiful discussion about the 

mathematical thinking that students encounter from the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KSAT-EBS linked 

coursebooks tasks on functions provide students an opportunity-to-lear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level of cognitive demand of 

tasks and studies about the use and translation of functional 

expressions. Also it investigates content elements and skill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analyzes 139 tasks on function content dealt with in four 

KSAT-EBS linked coursebooks to identify the opportunity-to-learn 

functions. By analyzing tasks from the viewpoint of content elements 

and skills,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in detail the mathematical 

knowledge and the way it is dealt with in the tasks on functions.

The conclusion is follows: KSAT-EBS linked coursebooks deal with all 

content element and procedural knowledge without omission and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y to practice graphing the basic types of functions. 

However,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re are limite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higher-order thinking lik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or 

reasoning and to deal with diverse context of function and functional 

expressions.

From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dditional 

high-level tasks and diverse graphing activities to provide students 

more meaningful opportunity to learn functions. Futhermore, it also 

suggests to provide tasks that include realistic context on functions in 

order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the function as a practical too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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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and explaining phenomena from daily life and as an idea for 

integrating multiple areas of mathematics. 

key words: KSAT-EBS linked coursebooks, Functional thinking, Level 

of cognitive demand, The 2015 revised 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Mathematical tasks  

student number: 2013-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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