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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인들은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접하

고 있다. 일상에서 접하는 통계 정보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

움을 준다. 또한 시민들은 때때로 문제해결을 위해 통계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통계적 소양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통계

적 소양은 여러 통계 교육자들에 의해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의 교육과정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통계학은 수학과 구별되는 학문이지만 수학의 한 분야로 지도되는 경

향이 있었다. 수학과 다르게 통계학은 문제 발생부터 자료 수집, 정리,

분석, 판단 및 해석 또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맥락을 고

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최근 교육과정은 통계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추가하였다. 하

지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은 ‘산점도’와 ‘상관관계’가 삭제되기 전인 7

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7차 교육과정 당시 연구에서

지적된 상관관계 교육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상관관계는 공변추론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과학적 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학, 통계학,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통계의 맥락적인 특성과 상관관계의 많은 활용성을

고려하여 볼 때, 상관관계를 지도할 때 통계와 일반 수학, 실생활과 타

교과 등 다양한 영역과 연결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학교육

과정은 서로 다른 개념과 영역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지도하는 수학적 연

결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도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론에서도

서로 다른 교과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관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산점도’, ‘상

관관계’를 연결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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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교과서 4종, 미국의 교과

서 2종, 호주의 교과서 1종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 분석을 위해 계열성, 공유성, 연계성, 조

직성이라는 연결성의 네 가지 형식적 유형과 통계 영역, 통계를 제외한

수학 영역,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혼합 영역의 연결된 영역의 종류의

네 가지 유형을 결합한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과 교과

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열성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상관관계 관련 내

용은 산점도의 도입 이후 상관관계의 직관적 분류에 그친데 반해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으로 이어지는 계열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일차 함수와 직선의 성질

등과 위계적 연결을 확보하여 상관관계를 지도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드

러난 반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공유성의 경우에도 미국, 호주의 교과서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 측면

의 공유성에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

계와 관련된 활동이 제시된 경우가 더 많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큰 단원 뒷부분의 보조 활동에 포함된 경우가 많

았다.

조직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보처

리 역량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활동이나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역시 보조 활동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으며 미국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조

직성이 있는 문제들의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상

관관계의 지도 내용이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으로 연결되는

상관계수나 선형회귀분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과서의 주 활동에서 공유성, 연계성, 조직성이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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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상관관계, 통계 교육, 연결성, 통합 교육과정

학 번 : 2017-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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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인들은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상황에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접

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내용이 실리는 신문이나 TV와 잡지 같은 매체

는 경제, 교육, 영화, 스포츠, 음식, 의학, 여론, 사회적 행동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일상에서 매체를 통해 접

하는 통계 정보는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으로서 책임

을 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민들은 때때로 문제해결을 위해 통계 정

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해야 한다(Franklin,

Kader, Mewborn, Moreno, Peck, Perry, & Scheaffer, 2005,).

통계적 소양은 통계적 정보나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이용되는 기본

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의미하며 자료를 조직하고,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

고, 자료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Garfield, delMas, & Chance, 2003). 통계적 소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

지만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

는 통계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주장 또는 확률 통계적 현상들을 해석하

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 정보에 기초하여 토론하고 의사소

통 하는 것이다(윤현진. 박선용. 김서령 & 이영하, 2009). 통계적 소양은

여러 통계 교육자에 의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Batanero, 2002;

Gal, 2002; Rumsey, 2002a, 2002b; Watson, 2006; Wallmann, 1993)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의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NCTM, 2000; Jun Li, 2004; AEC, 1991; Campo, T, M, C et al, 2008).

우리나라의 최근 교육과정도 이러한 세계적 방향에 발맞추어 개정되

었다. 2015년 5월 13일에 제출된 2015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정책 연구 (박선화 외, 2015)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다섯 가

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수학 교과 핵심역량의 강조, 학습 부담 경감 실

현,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

적 도구의 활용 강조이다.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의 세부 내용

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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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활동을 강조하였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통계를

실생활과 관련짓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중학교의

‘확률과 통계’ 영역에 추가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 과목에

서는 자료수집 방법으로서의 표본조사를 강조하여 통계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7

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산점도와 상관관계의 내용을 다시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있는 산점표의 내용이 없을 뿐 학습 요소

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유사하다(교육부, 1997; 2015a).

7차 교육과정 당시 여러 연구는 상관관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하였다. 김미경(2003)은 7차 교육과정의 상관관계 내용이 직관적으로 다

루어지며 함수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 내용이 없으며 상관관계의 정의가

두 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만 정의되어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또한, 상관표, 산점도, 상관관계의 전후 맥락이 불분명하고(김영신, 2001),

상관계수와 특이점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다른 영역과 연계되지 않은 고

립된 지식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경화, 2004).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관관계 내용이 삭제된 이후에는 기존 교육

내용의 문제점과 상관관계 교육의 이유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

는 연구(노아라·유연주, 2013; 이영하, 김소현, 2012)와 미국, 영국, 프랑

스, 핀란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의 상관관계 내용을 비교 분

석한 연구(김화경, 김선희, 박경미, 장혜원, 이환철 & 이화영, 2016)가 있

었다.

상관관계는 공변동(covariation)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공변추론

(covariational reasoning)1)과 관련이 있다(노아라·유연주, 2013). 공변추

론 혹은 이변수 자료에 관한 사고는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

는 것과 관련된 사고이다(Zieffler, Garfield, 2009). 공변추론은 과학적 사

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학, 통계학 사회 과학 등 여러

1) 노아라·유연주(2012)는 covariational reasoning을 공변동적 사고라고 번역하였으나

reasoning이 추론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고 함수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변추론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변추론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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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응용된다(Garfield & Ben-Zvi, 2008). Calson, Jacobs, Coe,

Larsen & Hsu(2002)는 공변추론을 ‘서로 관련된 두 양이 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면서 두 양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지활동’으로 정의하였

다. 공변추론은 함수의 개념과 상관관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모두 필

요한 사고인데 이는 상관관계의 개념이 함수 영역과 연결 지어 지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양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수행할

때에 상관관계와 관련된 공변추론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험 자료를 사

용하는 과학 등의 다른 분야와 연결 지어 지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수학적 개념을 지도할 때 다른 개념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 방식으로 권장되어 왔는데 이를 수학적 연

결성이라 한다. 수학적 연결성(Mathematical connection)이란, 초등이나

중등 교육과정의 다른 주제영역에서 수학적 개념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

는 수학에서 다른 내용들 사이의 관계(수학 내적 연결성)를 인식하거나

수학과 다른 교육과정,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수학 외적 연결성)를

인식하는 것이다(조미, 1999). 많은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연결성

은 강조되고 있으며(NCTM, 1989; 2000; 2007; 교육부, 2015a) 상관관계

를 지도할 때 수학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

고 있다(이영하·최지영, 2015; 김화경 외, 2016).

수학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과정론에서도 서로 다른 교과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Fogarty(1991)는 교

육과정의 통합방식을 교과 내, 교과 간, 학습자 내부와 학습자들 간의 연

계에 따른 통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교과 내의 통합 유형은

분절형(fragmented), 연결형(connected), 중첩형(nested)으로 구분하였으

며, 교과 간의 통합 유형은 계열형(sequenced), 공유형(shared), 연계형

(webbed), 조직형(threaded), 통합형(integrated)으로 구분하였다. 학습자

내부와 학습자들 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모형은 몰입형(immersed), 네

트워크형(networked)로 구분하였다.

Fogarty(1991)의 교육과정의 통합방식 중 교과 내의 통합 유형은 내

적 연결성과 관련이 있으며 외적 연결성은 교과 간의 통합 유형과 관련



- 4 -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erlin & White(1995)는 수학과 과학의 통합 교

육의 외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에서 Fogarty(1991)의 교과 간의 통합 유

형을 따라 계열성, 공유성, 연계성 조직성, 통합성의 유형을 제시하고 수

학과 과학의 통합 방법을 제시한바 있다. 양성현·이환철(2012)은 이를 수

학 내의 개념을 지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연결성에 적용하여 수학 내적

연결성에 관한 형식적 측면의 원리를 정의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

다. 즉, Fogarty(1991)와 Berlin & White(1995)가 제시한 연결성의 형식

적 유형은 내적 연결성과 외적 연결성을 살펴보는데 모두 적용 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통계학은 수학의 다른 분야에서 탐구하는 대상과 구분되는 탐구대상

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Cobb & Moore, 1997). 하지만 상관관계 지도

의 연결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김화경 외, 2016)에서는 통계를 수학 영역

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학과 모두 내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가

정하고 두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성의 형식적 유

형 별로 상관관계의 지도 방법을 살펴보되 연결된 내용이 통계 영역의

내용인지 아니면 통계의 내용과 통계가 아닌 수학의 내용을 연결한 것인

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즉, 수학 외부의 영역의 내용과 상관관계 관련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지도되는지도 살펴볼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관관계 지도가 어떤 연결성 유형을 보이며 얼마

나 이러한 연결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

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

정·조직하고 교과서와 수업의 내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를 담아내는 실천적 문서이다(김화경 외,

2016). 이 논문에서는 상관관계 지도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며 이를 미국과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비교하여

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의 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결성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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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며 미국, 호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각 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

다. Ⅱ장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상관관계와 관련된 통계학의 내용을 살

펴보고 이 연구에서 다룰 통합교육의 연결성의 종류 및 의미와 상관관계

지도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

로 형식과 내용을 고려한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를 분석틀로 설정하여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연결

성의 유형이 각 교과서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

고 비교한다. 또한 각 교과서에서 각 연결성의 유형이 어느 정도로 나타

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비교한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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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상관관계와 관련된 통계적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 연구에

서 분석할 연결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수학적 연결성과 교육과정

통합의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상관관계 지도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이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1. 상관관계

가. 상관관계와 산점도

자료의 분석에서 두 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성의 정도를 상관관계

(correlation)이라 한다. 상관관계는 이변수 결합(확률)분포와 관련된 것

으로, 표준화된 변수들의 선형적 동일성(identity)에 대한 근접성의 척도

로 이해할 수 있다(Falk & Well, 1997).

어떤 측정, 관찰이 둘 이상의 변수에 대해 함께 이루어질 때, 두 변수

의 측정값을 순서쌍으로 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낸 것을 산점도

(scatter plot 혹은 scatter diagram)라 한다. 두 변수 와 의 관찰 값의

순서쌍을 산점도에 나타내었을 때, 점들이 어떤 직선 주위에 밀집하여

있으면서 값이 증가할 때 값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 두 변수 

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다’고 하고 거꾸

로 값이 증가할 때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두 변수 와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가 있다’라고 한다. 또한,

산점도의 점들이 공동의 증가와 감소의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고

르게 흩어져 있는 경우는 두 변수 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한다. 이처럼 산점도에 찍힌 점들이 어떤 직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

즉, 선형성(linearity)에 따라 상관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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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분산과 상관계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수량화될 수 있고 이는

공분산(covariance)과 관련된다. 공분산이란 두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정

도를 의미하며 두 확률변수 와 에 대해, 두 변수의 평균점인 와 

값을 기준으로 각 각의 두 변수의 공통 증감의 정도인 의

평균을 말한다. 와  두 변수의 측정치를 와 로 나타내면 공분산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1)

공분산은 이변수 자료에서 두 확률변수의 관계 정도 및 방향을 측정

하는 연관성의 척도로, 그 값이 양수이면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음수

이면 반대 방향으로 중심값(평균)으로부터 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공

분산의 값은 두 변수의 척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한 것이 상

관계수이다.

상관계수란 두 변수가 관계되어 있는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상관계수, 표본상관계수가

있다.

모상관계수(popu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의미하며 기호로 와 같이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이차원 유한모집단

  ⋯  에 대하여 각 특성에 대한 값의 집합인

  ⋯ 과   ⋯ 의 모평균  와 모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모상관계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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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의 표본상관계수(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는 확률표본을

사용하여 모상관계수 를 추정한 추정치이며 기호로 r로 표현한다.  

를 각각 모평균  의 추정치라 하고  를 각각 모표준편차  

의 추정치라 하면 표본상관계수는 다음과 정의한다.

 





  








  







  




 

(2.3)

상관계수는 항상  이상 이하의 값을 가지도록 표준화되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쌍의 상관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관

의 정도에 대하여 ‘상관이 높다/낮다/없다’ 등의 언어적으로 표현이 자주

사용되나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고 관습적 기준이 학제별로 사용된

다. 상관계수가  과 인 경우는 두 변수 와 의 측정치 와 

사이에 항상 공통의 선형관계가 성립할 때이다. 즉 어떤 측정치에 대해

서도 고정된   (  )의 값이 있어서    가 성립할 경우이다.

이때   이면 상관계수가  ,   이면 상관계수가 이고  의 값

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또는 이 된다.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로 수치화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통계적 수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어슨 상관계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여러 나라의 중등교육과정에서 산점

도, 회귀 분석법 등과 함께 그 계산 공식이 소개되고 있다(ACARA,

2013; Pope, 2013). 상관계수의 공식은 이변수결합확률분포라는 고등 통

계이론을 통해 도출되는 공식이나, 여러 나라의 수학교육과정에서는 이

변수 관찰 값의 선형모델의 적합도 판단을 위한 수치로 그 공식이 소개

되고 통계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그 수치의 크고 작음과

 방향의 의미를 지도한다.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피어슨 표본상관계수 외에도 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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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형태에 따라 스피어만의 등위상관계수(rank correlation coefficien

t)2), 양류상관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3), 양분상관계수

(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4),  계수(phi coefficient)5) 등이 있다(성

태제, 2005)

다. 선형 회귀분석과 회귀직선

회귀분석은 상관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적 분석법으로, 특히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이 널리 쓰인다. 선형 회귀분석

은 두 변수의 관계를 선형함수 관계로 모델링하는 것으로, 선형함수 모

델과 실측 자료 사이의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그 모델이 추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두 변

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선형함수 모델로 나타낸 것을 회귀직선

(regression line)이라고 부르고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2.4)

이 식에서 는 가 일 때의 기대되는 의 값이고, 은 가 변할

때, 의 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회귀직선의 식의 기울기 계수 과 와 의 상관계수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연속적인 양적변수가 아닌 서열척도에 의한 비연속적 양적 변

수일 때 사용하는 상관계수이다.

3) 독립변수가 명명척도에 의하여 이분 화된 질적 변수인 이분변수이며, 종속변수는 연

속적인 양적변수일 때 사용하는 상관계수이다.

4)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연속적인 양적변수이나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어떤 특정 점

수에 의하여 양분하여 가상적인 질적 점수로 변환한 후 가상적으로 양분된 독립변수

와 연속적인 양적변수인 종속변수와의 상관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상관계수이다.

5)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명명척도에 의하여 이분된 질적 변수로 되어 있을 때 두

변수의 상관을 알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관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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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기서 와 는 각각 와 의 표준편차이다.

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 로의 회귀직선의 기울기 이

크고 작은 것과 와 의 상관계수 의 값의 크고 작음은 관련은 있

으나 같은 것은 아니다. 와 의 표준편차의 비를 곱한 만큼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일 때 도 이 된다.

2. 연결성의 유형

연결성은 사전적 의미로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

지거나 관계를 맺는 성질을 의미한다. 수학적 연결성에서 연결성의 의미

는 수학의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이나 교육과정, 학문 등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적 연결성에서 연결성은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통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김화경 외(2016)는 상관관계와 관련된 여

러 국가의 교육 내용의 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Tyler(1949)의 세 가지 교

육내용 조직의 원리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

(integration)을 참고하였다. 이 중 통합성은 교육 내용이 다른 교과 교육

내용과 연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수학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연결성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p.407). Fogarty(1991)의 교육과정

통합 유형에서 통합(integration)의 의미는 교육과정들이 어떤 관계를 맺

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학에서 다루는 연결성의 의미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통합성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수학적 연결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Fogarty(1991)의 통합

의 유형을 알아보며 둘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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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학적 연결성

수학적 연결성(Mathematical connection)이란,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정

의 다른 주제영역에서 수학적 개념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수학에서

다른 내용 사이의 관계(수학 내적 연결성)를 인식하거나 수학과 다른 교

육과정,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수학 외적 연결성)를 인식하는 것이

다(조미, 1999).

NCTM(1989)은 수학적 연결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실생활 또는 수학 이외의 학문에서 제기되는 문제 상황과 수학적 표현과

의 연결을 의미하는 '모델링 연결'과 둘째, 대등한 표현, 그리고 각각에

대응되는 과정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수학적 연결'이다.

한편, NCTM(2000)은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에서 학생들이 학교 수학의

내용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결성 규준을 설명하였

다. 즉,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각각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일관된 전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연결을 강조하였다.

NCTM(2007)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학적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사의 수학적-교수법적 지식을 강조한 연구(Ball, Cohen,

1999; Hill, Rowan, Ball, 2005)와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집

(NCTM, 2000)에 근거하여 수학 수업을 위한 전문성 규준집(NCTM,

1991)을 개정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학(내적-외적) 연결성 이해를 촉

진할 수 있는 과제와 표현을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러한 이해를 확

장하는 수학적 담화(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학습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사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

지만, 수학 교과 역량 중에서 창의・융합이 연결성과 관련이 있다. 창

의・융합은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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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화하며,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

을 연결하거나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 연결・ 융
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교육부, 2015a).

또한, 교수 ·학습 방법 영역에서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1.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를 제공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2.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고, 해결 방법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정교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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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 중 3번이 연결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수학적 연결성을 강조한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선형대수 개

념 지도에 관한 연구(허은숙, 2005), 도형수와 파스칼 삼각형, 피보나치수

열의 성질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손홍찬, 2010)가 있었다.

나. 연결성의 유형

Fogarty(1991)는 내용과 형식을 포함하여 통합 교육과정의 유형을 정

리하였다. ‘내용요소적 측면’은 아이디어, 학습 및 조직기능, 주제, 사회기

능, 사고기능, 학습 경험 등이 있고 ‘형식적 측면은’ 단일교과, 교과 간,

학습자 내부와 학습자간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Fogarty(1991)의 교

육과정 통합 유형들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육현장에

서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도움이 된다(권낙원,

2005, p.291).

Fogarty(1991)는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유형을 그림 1과 같이 학문 내

에서 통합된 모형(분절형, 연결형, 중첩형), 여러 학문에 걸쳐서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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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계열형, 공유형, 연계형, 조직형, 통합형), 학습자 내부와 학습자들

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모형(몰입형,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1] 교육과정 통합의 방법 (Fogarty, 1991)

첫 번째 분절형(fragmented model)은 독립된 개별교과별로 가르칠 내

용과 기술에 의미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연결형(connected

model)은 교과들이 분리된 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별교과 영역의 주

제와 개념, 기능들을 관련된 다른 주제와 개념, 기능들에 연결하는 것이

다. 세 번째, 중첩형(nested model)은 수업에서 개념적인 목표 외의 원인

과 결과에 대한 사고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네 번째, 계열형

(sequenced model)은 두 개의 관련된 교과 내용을 가르칠 주제의 순서

를 통해 재정비하여 유사한 단원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유

형(shared model)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 두 개의 교과에서 학습지도

계획과 교수(teaching)를 공유하는 개념, 기능, 태도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연계형(webbed model)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

과를 통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조직형(threaded model)은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기보다 협동, 조직, 사고력 같은 삶의 기술들을 통

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여덟 번째, 통합형(integrated mod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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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계열성

(Sequenced)

학습에 대한 주제나 단원을 서로서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배열되고

나열된다. 유사한 개념은 독립된 교과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으로

가르쳐진다

공유성

(Shared)

공유된 계획과 교수는 요소를 조직함으로써 생각과 개념이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일이 발생하는 두 개의 교과에서 발생한다

연계성

(Webbed)

풍부한 주제가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에 의하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과에서는 적당한 개념과 원리와 생각을 추출하기 위하여

연계된 주제를 사용한다

간 학문적 접근을 통한 팀티칭을 사용하여 여러 교과에서 중복되는 개념

과 소주제들을 교과 간에 합치시킴으로써 질적인 융합을 이루는 통합 유

형이다. 아홉 번째, 몰입형(immersed model)은 학생들이 가진 경험과 자

신이 가진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연관 지어 학생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열 번째, 네트워크형(networked model)은 학습

자가 갖고 있는 정보 지식이나 노하우를 네트워크화 하여 지식들 간의

내적 정보 연관을 창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Fogarty(1991)는

10가지 교육과정 통합 유형을 바탕으로 10가지 통합의 관점(분절성, 연

결성, 중첩성, 계열성, 공유성, 연계성, 조직성, 통합성, 몰입성, 네트워크성)

을 제시하였다.

Berlin & White(1995)는 수학과 과학의 통합 모형인 The

Berlin-White Integrated Science and Mathematics(BWISM)의 6가지 측

면에 관해 설명하였다. 첫째, 배움(learning), 둘째, 학습 방법(way of

knowing), 셋째, 과정 및 생각 기술(process and thinking skills), 넷째,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다섯째, 태도 및 수용(attitudes and

perceptions, 그리고 여섯째, 교수(teaching)이다. 이 중 교수(teaching)에

관해 설명하며 Fogarty(1991)의 10가지 통합의 관점 중 다섯 유형에 주

목하여 계열성, 공유성, 연계성, 조직성, 통합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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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

(Threaded)

초 교과적 접근은 다양한 교과를 통하여 생각하는 능력, 사회적인 능력,

다변적인 지능, 테크놀로지, 학습 능력을 엮는 것이다

통합성

(integrated)

간 학문적 접근은 진정한 통합된 모델에서 일정 정도의 팀티칭과 함께

주제와 개념을 부분적으로 겹치기 위하여 교과를 조화하는 것이다

[표 2-1] BWISM의 교수 유형(Berlin & White, 1995)

유형 내용

계열성

(Sequenced)
단원들이 서로 연관되기 위해 재배치되고 계열화되는 것

공유성

(Shared)

두 개의 단원에서 계획된 교수가 중복되는 개념과 아이디어들이 조직

요소로 등장하는 것

연계성

(Webbed)

다양한 단원의 학습 내용이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야를 갖게 되는 것

조직성

(Threaded)

하나의 개념이나 문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전이가 촉진되도록 하는

것

통합성

(integrated)

하나의 수학적 개념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단원에서 개념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

[표 2-2] 내적 연결성의 형식적 측면의 정의(양성현, 이환철, 2012)

양성현·이환철(2012)은 수학적 연결성을 내적 연결성과 외적 연결성으

로 분류하고 교수의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수학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수학

내적 연결성에 관한 형식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학적

연결성에 관한 형식적 측면의 연구가 내적, 외적 연결성을 구분하지 않

은 점을 들어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 수학 내적, 외적 연결성이 유사성과

비 경계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양성현·이환철(2012)은 Berlin &

White(1995)의 수학과 과학의 통합 연구를 외적 연결성의 형식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로 분류하고(p.400) Berlin & White(1995)의 수학 외적 연결

성에 관한 형식적 측면 연구에서 밝힌 다섯 가지 원리를 이용하여 [표

2-2]와 같이 수학 내적 연결성에 관한 형식적 측면을 정의하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형식적 측면을 분석할 때에는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을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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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연결성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와 교

과서는 통합 교육과정을 위해 개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

서와 교과서를 분석할 때에는 교육과정의 통합 유형을 분석틀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통합 유형을 참고하여 연결

성 유형이라 정의하고 우리나라,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3. 상관관계 지도에 관한 연구

산점도는 상관관계 개념 지도의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소개된다.

학생들은 이변수 자료를 산점도에 표현한 것을 보고,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양/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등의 시각적 분류법을 배우고 상관의

개념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형식적 정의

를 생략한 채 산점도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통한 상관관계의 비형식적

정의만 배운 학생들은 몇 가지 오개념을 갖게 될 수 있다. 몇몇 연구자

들은 산점도의 시각적 특성에 따라 피험자들이 상관관계를 과대추정 또

는 과소 추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leveland, Diaconis &

McGill, 1982; Strahan & Hansen, 1978). Cleveland 외 2인(1982)은 두

개의 산점도가 같은 자료를 나타내고 있으나 둘 중 하나는 나머지 산점

도의 측정단위(scale)가 두 배가 되도록 하여 산점도 상의 점들이 가운데

에 더욱더 밀집된 형태를 띠고 있도록 만든 후, 32명의 피험자에게 '두

산점도 중 상관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물

어보았다. 그 결과 66%의 피험자들이 그 두 산점도가 나타내는 상관계

수 값이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들이 가운데에 더욱더 밀집된

형태를 띠고 있는 산점도의 상관관계가 더 강해 보인다고 답하였다.

Strahan & Hansen(1978)은 80명의 피험자에게 상관계수가 .01부터 .995

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13개의 산점도를 보여주고 상관계수를 어림짐작하

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험자가 본래의 상관계수

보다 그 값을 과소 추정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즉, 이 두 가지 연구에



- 17 -

서 모두 상당수의 피험자가 산점도를 시각적 표현 자체로 해석하여 두

변수의 상관 정도를 실제보다 높거나 혹은 낮게 추론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노아라·유연주(2013)는 비형식적으로 산점도와 상관표를 배운

학생들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이해도 및 오개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개념의 이해가 부족하고 오개념

이 빈번하므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

장하였다.

회귀분석은 여러 나라에서 탐색적 자료 분석 중심의 통계교육의 목적

으로 고등학교 과정 등에서 지도되고 있다(NCTM, 2000; ACARA

2013). 회귀분석을 지도할 때에는 이변수 자료가 다루어지고 공학적 도

구를 이용하여 회귀직선을 그려서 그 직선의 적합도를 상관계수를 이용

하여 판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효선(2012)은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서 ‘상관도와 상관표’ 단원이 삭제된 이유를 살펴본 후 외국의 상관관계

와 회귀분석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 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상관도뿐만 아니라 상관계수를 가르치는 나

라가 많았으며 단순회귀분석까지 가르치는 나라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에서 회귀직선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최소제곱법, 자료의 개

수를 이용하는 직관적인 방법, 평균과 눈짐작을 이용하는 방법, 중앙값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 중 평균과 눈짐작을 이용하는 방법과 중

앙값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교육내용 추가 없이 우리나라 중학교 교

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영하·김소현(2012)은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상관관계의 내용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 논리적 사고 유형 6가지 중 하나가 아님을

밝히고 외국 교과서와 비교 검토를 통해 상관관계의 교육과정에 대한 시

사점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상관관계는 통

계학에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 포괄적이었으며, 상관관계와 종속관계, 그

리고 기타관계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관관

계 내용의 재도입을 생각했을 때 회귀직선 활용을 도입하여 일차함수 단

원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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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최지영(2015)은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일차함수와 상관관계

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7차 교육과정의 9-나

단계에서 소개되는 상관관계 단원이 상관관계의 유무와 종류, 강약만을

산점도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관관계의 내적 외적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의 경우 8학년 교재인

Glencoe Algebra1과 Algebra2에서 산점도(scatter plot)와 최적합 직선

(best-fit line)에 대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 또는 계산기를 이용한

최소제곱법에 의한 직선의 식 등 관측 값과 예측 값의 사이의 편차라는

관점에서 관찰 의논하도록 소개함을 이야기했다. 영국은 흩어져 있는 점

들의 상태를 보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고 규칙을 찾아 앞으로

의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직선의 식(prediction equation)을

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중학교 일차함수와 산점도의

연결 가능한 내용을 비교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산점도의 상관관계 지도를

일차함수 식과 연결하여 가르쳐야 하며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에만 국

한하지 말고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자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점도에서 일차함수 식을 얻는 과정을 컴퓨터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상관관계 단원의 학습 목표를 지식 중심 목표

보다는 실용적 목표, 문제해결 중심의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

김화경 외(2016)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관관계가 추가된 주요

근거가 국제 비교라고 주장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을 대상국으로 하여 상관관계를 어느 시기에 어떤

범위에서 다루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수직적 계열성, 수평적 계열성, 외적 연결성, 내적 연결성의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틀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가가 상관관계의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내적 연결성과

외적 연결성을 가진 사례가 많았으며, 상관계수, 회귀직선, 최소제곱법

등 관련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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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상관관계 단원에서 내적

연결성과 외적 연결성이 모두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다양한 오개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상관관계 지도가 실질적인 예와 연결되어 지도되어야 함을 시

사하고 있다. 또한 상관관계를 지도할 때 회귀분석도 함께 지도하거나

일차함수와 연결하여 지도하는 등 수학 및 통계의 내용과도 충분히 연결

하여 지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4. 우리나라,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상관관계

가. 미국의 교육과정

미국의 학년체계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기간을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로 정하고 중학교 기간을 5학년에서 8학년까지로 정하는 경우

가 있고, 초등학교 기간을 5학년까지, 중학교 기간을 6학년부터 8학년까

지로 정하는 주도 있다. 그러나 많은 주가 중학교 기간을 6학년에서 8학

년으로 정하고 고등학교 기간은 9학년에서 12학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중학교를 6학년에서 8학년, 고등학교를 9학년에서 12

학년까지로 보고 분석하였다.

미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단체는 미국 수학교사협

의회(National Council for Teachers of Mathematics, 이하 NCMN)이다.

미국 수학교사협의회는 1980년대 학교 수학에 대한 제안을 담은 문서,

1989년 교육과정에 대한 규준집, 2000년대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

준집 등을 내고, 미연방 정부와 협력 하에 여러 주가 공통으로 사용하도

록 2010년에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이하

CCSSM)을 제안하였다(권나영, 김진호, 2017).

미국 중학교의 내용 영역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6개로 구성된다. 중

학교 6학년과 7학년은 비와 비례 관계, 수 체계, 문자와 식, 기하, 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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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다루고, 8학년은 수 체계,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를

다룬다. 6, 7학년의 ‘비와 비례 관계’는 8학년에서 ‘함수’로 영역명이 바뀐

다. 고등학교는 수와 양, 대수, 함수, 모델링, 기하, 확률과 통계로 구성된

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표 4-2]와 같다.

학년 수 체계 문자와 식 비와 비례 기하 확률과 통계

6

수의 성질과 소수

수 체계, 분수 연산,

정수와 유리수

식과 방정식 비와 퍼센트
좌표평면

기하와 측정

자료와

그래프(변이성과

분포)

7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 사칙

연산

문자와 식 계산

일차방정식과 일차

부등식

비와 비례 관계

퍼센트

기본도형, 각, 작도,

닮음, 평면도형,

입체도형

확률 개념과 성질

확률 모델 만들기

자료수집, 자료

정리와 해석

8

무리수와 유리수

활용

근삿값, 제곱근,

지수

일차방정식

연립 일차방정식

비례 관계와 직선과

일차방정식 간의

연관성

함수(정의, 값,

계산)와 함수 활용

닮음과 활동

피타고라스 정리

입체도형(원기둥,

원뿔, 구)의 부피

이변수 자료 패턴

[표 2-3] 미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내용 체계(정영옥 외, 2016)

수와 양 대수 함수 모델링 기하 확률과 통계

실수 체계

양에 대한 추론

복소수 체계

벡터의 크기와

행렬의 연산

식에서 구조 보기

다항식과

유리식의 연산

방정식 만들기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추론하기

함수에 대한 이해

함수식 세우기

일차, 이차, 기하

급수 모델

삼각함수

전 영역에 걸쳐

있음

합동 닮음

직각 삼각형,

삼각함수, 원

방정식으로

기하적 성질

나타내기

기하적 측정 및

차원, 기하모델링

범주 데이터와

수량적 데이터

해석

추론과 결론의

정당화, 조건부

확률과 확률 법칙

의사 결정에 확률

사용

[표 2-4]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내용 체계(정영옥 외, 2016)

나. 호주의 교육과정

호주의 학교 체계는 1학년에서 9학년 또는 10학년까지인 6세부터 16

세까지가 의무교육이다. 초등학교(Primary school)는 6세 또는 7세를 대

상으로 하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준비반(pre-school)부터 시작하여 7년

또는 8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는 7학년 또는

8학년에서 10학년으로 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후기 중등학교

(Senior Secondary school)는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2년 과정이다.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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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수와 대수 기하 확률과 통계

7 암산전략(사칙연산), 지수, 제곱근, 길이, 넓이, 부피의 단위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해석(공학)

체계는 1년을 4학기로 구분하여 1월, 3월, 7월, 9월에 시작하며 신학기는

9월에 주로 시작된다. 호주의 중학교는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

합한 과정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택과목’ 제도가 중

학교에도 있다. 후기 중등학교는 10학년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 입학한다. 호주는 2009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호주

교육과정평가원(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의 주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개발 방

향으로는 공평과 기회(Equity and opportunity), 다른 학습 영역과의 연

결(Connections to other learning areas), 교육과정의 명확성(Clarity of

the curriculum), 학습의 폭과 깊이(Breadth and depth of study), 기술

공학의 역할(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학습자(F-12 학년)의 특

성(The nature of the learner (F-12),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

통합교육과정의 관점(Cross-curriculum perspectives)을 명시하였다(고호

경, 장경윤, 이강천, 2016).

[표 4-3]을 살펴보면 호주의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대 영역은 ‘수

와 대수’, ‘측정 및 기하학’, ‘통계와 확률’로 이루어져 있다. ‘수와 대수’는

우리나라의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표

4-4]를 살펴보면 호주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은 11학년에 Unit 1, 2를

가르치고 12학년에 Unit 3, 4를 가르치도록 권장한다. 과목은 필수수학,

일반수학, 수학적 방법론, 심화 수학 4가지가 있다. 필수수학은 일상생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주로 다루어 각 영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일반수학은 이산 수학의 실질적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데이터를

중점으로 각 영역이 사용되었다. 수학적 방법론은 미적분학과 통계적 분

석의 사용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해석과 통계 영역의 비중이 크다.

심화 수학은 수학적 방법론을 기초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응용을 중심적

으로 다루며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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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소인수분해, 정수의 대소 관계,

정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와 소수의

사칙계산 비와 비율, ‘최고의

구매’조사 문자를 사용한 식, 식의

값 등식의 성질, 방정식의 해,

일차방정식의 풀이, 일차방정식의

활용, 규칙성과 대응, 순서쌍과

좌표평면, 점, 선 그래프의 표현과

해석, 정비례 관계의 이해, 정비례

관계의 표현

평면도형의 둘레, 넓이, 입체도형의

부피

다각형의 성질(볼록, 오목)

여러 가지 삼각형, 사각형

삼각, 사각형의 내각의 합

맞꼭지각, 엇각, 동위각

두 직선의 평행조건

삼각형의 작도

평면도형의 변환

입체도형의 겨냥도

도수분포표

중앙값, 평균, 범위

줄기와 잎 그림, 점그래프

원그래프, 띠 그래프

사건, 경우의 수, 확률

8

정수의 사칙계산, 지수법칙의 이해

순환소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무리수, 백분율, 비의 활용, 이익과

손해, 비례식과 비례배분

다항식의 사칙 연산, 인수분해

일차방정식의 풀이와 활용

일차함수의 의미와 그래프 및 성질

사각형의 성질

부채꼴 넓이와 호의 길이

입체도형의 부피

시간의 표현

각의 성질

합동,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인구조사, 표집, 관찰 등 자료조사

모집단과 표본, 신뢰도

중앙값, 최빈값, 평균

확률 계산(여사건, 합의 법칙)

9

지수법칙, 다항식의 곱셈, 인수분해,

백분율, 이익과 손해, 이자, 세금,

정비례와 반비례, 일차방정식

그래프, 이차함수,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원의 방정식,

지수함수, 유리함수

도형의 둘레와 넓이

입체도형 겉넓이와 부피

도형의 실생활 활용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삼각비의

활용

실생활 자료의 수집

인구조사, 표집, 관찰 등 자료조사

중앙값, 평균

줄기와 잎 그림, 히스토그램

경우의 수, 확률의 계산

10

-

10A

이자 문제

무리수의 계산(지수법칙 포함)

로그의 뜻과 계산, 다항식의 사칙

연산, 곱셈공식,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일차방정식의 활용, 일차

부등식의 풀이, 연립방정식의 풀이,

이차방정식의 풀이,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지수방정식의 풀이,

다항함수,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

복잡한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두 직선의 평행, 수직 조건

삼각비, 올려본각, 내려본각, 방향을

통한 직각삼각형의 문제 풀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법, 사인,

코사인 법칙, 합동과 닮음의 활용,

합동인 삼각형에서 각의 성질, 원의

현에 관한 성질, 이차함수, 원,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변환

분위수와 사분범위, 상자 그림

이변수 자료에서 두 변수의 관계,

대푯값, 상자 그림, 히스토그램,

점그래프의 비교, 산점도, 시간

독립변수에 대한 이변수 자료의

비교, 미디어에 보고된 통계 결과

평가, 진로설계와 실현을 위해 각종

매체에 있는 연구 결과 조사, 복원,

비복원 추출, 사건의 독립, 조건부

확률

[표 2-5] 호주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내용 체계(정영옥 외, 2016)

과목 내용 요소

필수수학
백분율 계산, 이율과 비율, 측정, 대수, 그래프(해석과 그리기), 자료의 비교와 표현, 시간과 운동, 측정,

저울 모델링, 자료수집, 확률과 상대도수, 지구 기하학과 표준시간대, 대출과 복리

일반수학

소비자 산술, 대수와 행렬, 도형과 측정, 변수 자료 분석과 통계조사 과정, 삼각함수의 응용, 선형방정식과

그래프, 이변수 자료 분석, 수열의 증가와 감소, 그래프와 네트워크, 시간열 분석, 대출 투자 및 연금,

네트워크와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방법
함수와 그래프, 삼각함수, 계산과 확률, 지수함수, 산술 및 기하수열과 급수, 미분학의 기초, 다양한 미분과

적용, 적분 이산확률변수, 로그함수, 연속확률변수와 정규분포, 신뢰구간의 추정(모비율 추정)

심화 수학
조삽, 공간벡터, 기하학, 삼각법, 행렬, 실수와 복소수, 복소수, 함수와 그래프 그리기, 3차원 벡터, 적분과

적분의 적용, 변화율과 미분방정식, 통계적 추론

[표 2-6] 호주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별 내용 체계(정영옥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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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며 창

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추구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공통 과목 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지 않

도록 학생 발달단계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

를 성취기준 재조정의 원칙에 따라 이동, 삭제, 추가, 통합으로 적정화

하였다. 이후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수월성 추

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용 수학’,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심화

수학Ⅰ,Ⅱ’등 을 신설함으로써 선택 과목을 재구조화하였다(교육부,

2015a).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과목 체계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학교급

보통 교과

공통과목
선택 교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수학Ⅰ 기하

수학Ⅱ 실용수학

미적분(이과) 경제수학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 탐구

[표 2-7]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 체계(교육부, 2015a)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대 영역은 [표 2-8]과 같이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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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1
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일차방정식

좌표평면과 그래프

입체도형의 성질

기본 도형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의 성질

자료의 정리와 해석

2 유리수와 순환소수

식의 계산

일차부등식과

연립일차방정식

일차함수와 그래프

일차함수와

일차방정식의 관계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대푯값과 산포도

상관관계

3 제곱근과 실수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이차함수와 그래프
삼각비

원의 성질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표 2-8] 2015 개정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내용 체계(교육부, 2015a)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일반선택 과

목으로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있다. 진로선택 과목으로

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 요소

는 [표 2-9]와 같다.

과목 내용 요소

공통 수학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정리, 인수분해,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일반선택

수학Ⅰ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수학Ⅱ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미적분
수열의 극한, 급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확률, 확률분포, 통계적 추정

진로선택

기하 이차곡선, 벡터의 연산,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직선과 평면, 정사영, 공간좌표

실용수학 식과 규칙, 도형과 규칙, 도형의 관찰, 도형의 표현, 자료의 정리, 자료의 해석

경제수학
경제지표, 환율, 세금, 이자와 원리합계, 연속복리, 연금, 함수와 경제현상, 함수의 활용,

미분, 미분과 경제문제

수학과제 탐구
수학과제 탐구의 의의와 필요성, 과제 탐구 방법과 절차, 연구 윤리, 탐구 주제 선정, 탐구

계획 수립, 탐구 수행,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 반성 및 평가

[표 2-9]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별 내용 체계(교육부,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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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나라,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상관관계

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과정 8학년에

서 이변수 자료 패턴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범주 데이터와 수량적

데이터 해석이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상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중

학교 10학년과 10A학년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이변수 자료의 비교가 있

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반수학의 이변수 자료 분석이 있다. 우리나

라는 중학교 3학년에서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배운 뒤 고등학교 과정에서

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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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

난 상관관계 관련 연결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할 자료들을 살펴

보고 분석틀을 개발한다. 그리고 분석틀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우리

나라,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할지 설명한다.

1. 연구 대상 국가 및 자료

이 연구에는 우리나라,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을 발표하며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의 일환으로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추가하였다. 이 내용은 2020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처음 적용되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

미국은 최근까지 국가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미수학교사협의

회(NCTM, 1989, 2000)에서 제안한 수학교육과정을 주로 따랐으나 2010

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CCSSM을 제작하였다. CCSSM은 미국의 주

단위마다 달랐던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습하는 내용의 범위와 순서가 달

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공통 기준을 제작하려는 목적으

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미국의 CCSSM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 중 중학교 수학

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수학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권나영, 김진호, 2017) 연구할 가치가 있다.

호주는 GDP가 세계 12위(2015 IMF 기준)이고, 과학기술 연구 수준이

높다. 또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에서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종합적인 역량(General capabilities)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비교적 많은 통계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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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명 출판사 저자
발행

연도

A 수학 3 천재 이준열 외 2020

B 수학 3 동아 박교식 외 2020

C 수학 3 비상 김원경 외 2020

D 수학 3 미래엔 황선욱 외 2020

E
Big ideas math

grade 8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Ron Larson 외 2013

F CMP3 PEARSON Glenda Lappan 외 2014

국가 명 출판연도 문서 명

우리나라 2015년
http://nice.kice.re.kr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미국 2010년 http://www.corestandards.org/Math/

호주 2011년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
um/mathematics/

[표 3-1] 분석 대상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여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통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호경 외, 2016). 그렇

기 때문에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구체적인 문서는 [표 3-5]과 같다.

수학적 연결성의 유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세 나라의 교육과정과

함께 교과서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할 교과서 자료는 각 나라의 최신 교

육과정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4종(A∼D)과 미국의 교과서 2종(E,

F), 호주의 교과서 1종(G)이다. 세부 내용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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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athematics for

Australia 10

Haese

Mathematics
Michael Haese 외 2013

[표 3-2] 분석 대상 교과서

2. 분석 틀

가. 틀 제작 기준

Fogarty(1991)는 10가지 교육과정의 통합 유형을 제시할 때 기존에

구분되어 가르치던 커리큘럼의 요소들을 연결하여 지도하는 여러 가지

패턴을 제시하였다. 10가지 유형을 구별하며 같은 영역 내에 적용하는

연결성과 외부 내용과 연결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그 초점은

주로 외적 내용과의 연결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Berlin-Whited(1995)는

Fogarty(1991)의 교과 간의 통합 유형 5가지를 통해 수학과 과학의 통합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수학적 연결성의 관점에서는 외적 연결성에 해

당한다.

양성현, 이환철(2012)은 수학적 연결성의 형식적 유형을 수학 내적 내

용 사이의 연결성을 분석하는데 적용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Berlin-

Whited(1995)의 5가지 유형이 수학교과 내의 요소들의 수학적 연결성의

형식을 분석할 때도 유의미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양성현, 이환

철(2012)은 수학의 영역 사이의 연결을 모두 “내부 영역”로 규정하였으

나, 수학을 다시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 할 경우 동일 영역 내의 연결성

과 다른 영역과의 연결성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통계는 비결정론적이

고 맥락적이며 자료에 의존한다는 수학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강현영 외, 2015) 이 연구에서는 연결되는 영역의 구분에서 ‘내부’에

해당하는 것을 통계 내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외부’에 해당하는 것을 ‘통

계가 아닌 다른 수학의 내용’, ‘다른 교과’, ‘실생활’ 등으로 층위를 나누

어 연결성의 유형을 구분할 것이다.

연결성 유형을 구별하는 유형은 Fogarty(1991)의 10가지 통합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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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과 간의 통합 유형 5가지와 Berlin-Whited(1995)의 5가지 유형 중

4가지를 참고하여 상관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4가지 관점은 계열성(Q),

공유성(S), 연계성(W), 조직성(T)이다. Forgaty(1991)가 제시한 10가지

유형 중 Berlin & White(1995)가 추린 4가지를 제외한 것 중 분절성, 연

결성, 중첩성, 통합성, 몰입성, 네트워크성을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절성은 관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연결성은 단일교과

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양,

이의 내적 연결성의 개념과 상통한다. 이는 B & W의 연결성의 다섯 가

지 형식적 유형이 동일 영역의 내용에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분석요소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첩성은 단일교과 내에서 하나의

주제 및 단원에 대해 복합적인 차원, 각 교과 영역 내에서 사회적 기능,

사고 기능 등의 여러 기능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연계성, 조직성을 통계

영역과 수학 영역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분석요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통합성은 여러 교과들 간에 공통점이 있을

때 중복되는 기능, 개념, 태도들을 찾아내어 혼합시키는 것으로 한 교과

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몰

입성과 네트워크성은 교육내용보다 학생에 집중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

외하였다.

상관관계의 지도와 관련된 연결성의 종류를 네 가지 형식적 측면의

유형 별로 연결되는 영역의 종류에 따라 각각 네 가지로 나누어 총 16개

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연결되는 영역의 종류는 각각 통계

(Statistical; S), 수학 (Mathematical; M), 실생활 및 타 교과 (Other; O),

혼합 (Compounded; C)로 구분하였고 S, M, O, C의 약자로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률과 통계를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지도하는 경

향이 있으나 상관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때 확률의 내용과 관련성

이 높지 않아 수학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혼합 유형의 경

우는 세 가지 이상의 영역이 연결된 경우로 정의한다. 어떤 영역을 연결

하였는지 세부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혼합 유형으로 묶

어 한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할 유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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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관관계 지도와 관련된 연결성의 유형

나.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은 Fogarty(1991)의 교과 간의 통합 유

형 중 4가지 계열성, 공유성, 연계성, 조직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

의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ㄱ. 계열성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 중 계열성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적절하

게 계열적으로 배치하여 먼저 배우는 내용을 이후에 배치된 내용의 학습

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SQ)은 상관관계를 지도할 때 상관관계와 관련

된 통계 영역 내용의 지도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 31 -

들어 산점도, 상관관계, 상관계수, 회귀분석의 순서로 지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MQ)은 상관관계 관련 내용의 지도에 있어 통

계 이외의 수학 영역 내용의 지도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점과 좌표는 산점도를 지도할 때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

점도의 지도 이전에 배치되어야 한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OQ)은 상관관계와 관련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의 내용과 지도 순서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관관계를 지도한 후 중학교 과학에서 물질의 상태를 지도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산점도를 통해 지도할 수

있다.

혼합 영역의 계열성(CQ)은 상관관계와 통계, 수학,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 사이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

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점과 좌표, 산점도, 일차함수, 상관관

계, 상관계수, 회귀분석의 일련의 교육내용이 혼합적으로 배열되고, 이에

더하여 산점도로 표현된 자료를 다루는 사회나 과학 과목의 내용이 적절

한 시점에 배치될 수 있다.

ㄴ. 공유성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 중 공유성은 함께 지도하는 두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모두 구현하기 위한 교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관관

계와 관련된 서로 다른 영역의 내용을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지도 효과를

높이게 된다.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SS)은 상관관계 내용과 개념이나 기능을 공유

하는 다른 통계 영역의 내용을 함께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대상에서 측정한 두 가지 변수(예시: 키와 몸무게)의 분포를 분산을

통해 비교하는 활동과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활동을 동시

에 진행하면서 분산과 상관관계의 내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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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영역에서는 같은 자료를 분석하는 다양한 개념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되기도 한다.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MS)은 상관관계 내용과 관련된 개념이나 기능

을 공유하는 통계 이외의 수학 영역의 내용을 함께 지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일차함수를 지도할 때, 변이성이 있는 자료의 산점도를

그리고 그 경향에 대한 수학적 모델로 일차함수를 지도하면서 동시에 상

관관계의 의미를 지도하는 것이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OS)은 상관관계 내용의 지도를

그 개념이나 기능을 공유하는 다른 교과나 실생활 관련 교육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지도와 상관관계에 대한

지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구 온난화 관련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여러 변수의 관련성과 그 경향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법을 배

우고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활

동6)을 할 수 있다.

혼합 영역의 공유성(CS)은 상관관계와 그 개념이나 기능을 공유하는

세 가지 이상의 영역의 지도를 동시에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관관계, 일차함수, 환경문제에 대한 지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습 모

형이 있을 수 있다.

ㄷ. 연계성

연계성이란 하나의 주제(Theme)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함께 다른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수의 주제는 특정한

영역 내의 속한 주제이거나, 교육과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 목표

와 관련된 주제들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진 주제의 예로

윤리, 환경, 진로 등의 영역을 들 수 있다.

6) 실제로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b)의 ‘지속 가능한 세계’ 영역에

는 지구환경문제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과와 수학과의 통합교육을

수행할 때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두 변수의 자료를 다루면서 상관관계의 지도를 동시

에 시도하는 경우 공유적인 지도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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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SW)이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다른 통계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계적 추리(statistical inference)를 이용한 통계적 탐구’라는 주제로 학

습을 진행하면서 두 변수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상관계수를 구하

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에 유의하여 통계적 추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지도7)할 수 있다.

수학 영역과의 연계성(MW)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다

른 수학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차함

수 단원과 상관관계 단원에서 직선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도록 하여 직선

에 대한 포괄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차함

수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예는 모든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상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조사한 자료들로 산점도를 그리면 모든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절한 직선을 그

려 자료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지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

생이 직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유용성에 대해 느끼도

록 지도할 수 있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OW)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실생활이나 타 교과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

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물리와 대기 법칙, 관련된 데이

터베이스와 정보를 확보하고 해석하는 법 등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

다.

혼합 영역의 연계성(CW)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둘

이상의 다른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환경문제의 현황파악 및 해결방안 탐구’라는 주제에 대하여 통계, 사

회, 과학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환경문제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다양한 시각적 자료로 표현하도록 하고 연관성이 있는 요소들은 산점도

7) 미국의 CCSSM에서 고등학교 통계 과정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은행의 수와 도시의 인구 관계를 예로 들어 상관

관계를 갖지만,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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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표현하며 상관관계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사회과목에서 환

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피해사례 등을 지도하고, 과학 과목에서

해결방안에 관해 탐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야구’라는 주제에 대해 수학, 통계, 체육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체육 시간에 야구의 규칙과 경기 진행방법에 대해 지도

하고 통계 시간에는 야구에서 통계를 도입하게 된 계기와 득점과 상관관

계를 갖는 요소들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수학 시간에 실제 야구 감독

들이 사용하는 선수 평가 공식들에 관해 공부하고 선수들을 평가해보며

수학과 스포츠의 연관성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ㄹ. 조직성

조직성이란 사고 능력과 사회적인 능력, 다변적인 지능, 테크놀로지

사용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내용을 조직적으

로 엮은 것을 말한다.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ST)은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기 위한 방식

으로 상관관계와 관련된 통계 내의 다른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어서 지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자료의 수집 방법과 정리방법,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과 함께 두 변수의 상

관관계를 탐색하여 가능한 결론을 추출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다.

수학 영역과의 조직성(MT)은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기 위한 방식

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수학의 다른 영역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어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공변추론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어 상관관계를 판단하고 직선으로 모델링하

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공변추론과 여러 함수의 예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공변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OT)은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

기 위한 방식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타 교과나 실생활의 내용을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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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유형 정의

계열성

통계 영역 SQ
상관관계와 관련된 통계 내의 내용의 지도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수학 영역 MQ
상관관계와 관련된 통계 이외의 수학 영역 내용의 지도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OQ
상관관계와 관련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내용의 지도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혼합 영역 CQ
상관관계와 관련된 둘 이상의 다른 영역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공유성

통계 영역 SS
상관관계 내용과 개념이나 기능을 공유하는 다른 통계 영역의

내용을 함께 지도하는 것

수학 영역 MS
상관관계 내용과 개념이나 기능을 공유하는 통계 이외의 수학

영역의 내용을 함께 지도하는 것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OS
상관관계 내용과 개념이나 기능을 공유하는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의 내용을 함께 지도하는 것

혼합 영역 CS 상관관계 내용과 개념이나 기능을 공유하는 둘 이상의 다른

으로 엮어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학 도구를 활용하여

대용량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화와 관련된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엑셀 프로그램에 저장하고

이를 엑셀 차트 기능을 이용하여 산점도로 나타내고 추세선을 그려보면

서 주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혼합 영역에 대한 조직성(CT)은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기 위한 방

식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두 개 이상의 영역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어

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주

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 논증하는 능력을 지도하기

위해 사회 영역과 관련된 문제 (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과의 관련 지

식과 최저임금과 실업률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관련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을 함께 지도하고 이를 통해 경험적

근거와 사회적 지식, 논리적 추론을 통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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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내용을 함께 지도하는 것

연계성

통계 영역 SW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다른 통계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

수학 영역 MW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통계 이외의 수학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OW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관련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

혼합 영역 CW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관련된 둘 이상의 다른

영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함께 지도하는 것

조직성

통계 영역 ST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기 위한 방식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통계 영역의 다른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어서 지도하는 것

수학 영역 MT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기 위한 방식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통계 이외의 수학 영역의 다른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어서

지도하는 것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OT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기 위한 방식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타 교과나 실생활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어서 지도하는 것

혼합 영역 ST
사고 능력과 기능을 기르기 위한 방식으로 상관관계의 내용과 둘

이상의 다른 영역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어서 지도하는 것

[표 3-3] 상관관계 지도와 관련된 연결성 유형의 정의

3. 분석 방법

위에서 분류한 상관관계 지도의 연결성 유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우

리나라,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이 때 계

열성의 경우,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과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을 분석할

때에는 각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 관련 내용들 사이의

위계적 계열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도 상관관계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나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예시, 예제, 문

제)에서 계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 경우에는 각 문제에

계열성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은 후 그 회수가 교과서 전체의 설명과 문

제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과의 계열성과 혼합 영역의 계열성의 경우에도 교과서의 내용(설명과 문

제)에 나타난 경우를 모두 찾고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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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성 중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과 혼합 영역의 공유성은 교과서의 내용(설명과

문제) 중에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찾고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분석한다.

조직성과 연계성은 교과서의 내용(설명과 문제) 중에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찾고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고, 이 때 문제가 본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조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별하여 조사

할 것이다. 본 활동은 본문에 포함되어 수업에서 다룰 가능성이 큰 활동

을 말하며, 보조 활동은 단원의 뒤쪽에 등장하는 추가 활동을 말한다. 교

과서별 세부 항목의 제목은 [표 3-4]와 같다.

교과서 본 활동 보조 활동

A 생각열기

배우고 익히는 수학

와글와글 수학

수학 꾸러미

중단원 도입 마무리

교과 역량 더하기

B 탐구해봅시다
함께하는 수학, 컴퓨터로 하는 수학, 창

의 융합 탐험

C 개념열기

단원 활동

수학 역량 기르기

정보처리

수행과제

창의, 융합 프로젝트

D 다가서기, 생각열기
함께하기, 생각이 크는 수학, 알콩달콩

수학

E Activity 없음

F Problem 없음

G opening problem Activity

[표 3-4] 교과서별 본 활동과 보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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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지도의 계열성 분석

가.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SQ)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

을 살펴본 결과 세 나라의 교육과정 모두 산점도를 지도한 후 상관관계

를 지도하고 있었다.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산점도를 보고 직관적으로

상관관계를 분류하는 것까지 다루는 데 그쳤으나, 미국, 호주는 산점도,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상관계수, 회귀직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김화경 외, 2016). 미국과 호주는 비형식적으로 도입한 산점도, 상관관계

를 일반화하여 상관계수, 회귀직선으로 완성하는 계열성을 갖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4-1] 우리나라, 미국, 호주의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

교과서에서 나타난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교과서 A, B, C, D와 미국의 교과서 E. F, 호주의 교과서 G는 모두 산

점도에 나타난 자료의 형태와 경향을 분류하면서 상관관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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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교과서 A의 상관관계 도입

출처 : 교과서 A 230쪽

있었다. 즉, 상관관계를 도입할 때 산점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고 있었

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관관계를 배운 뒤에 적합선(Line of fit)을

찾고 공학적 도구를 통해 최적선(Line of best fit)과 상관계수를 구하도

록 하였다([그림 4-3]). 또한, 극단 값, 잔차, 군집의 내용도 추가로 지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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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교과서 E의 적합선(Line of fit) 설명

출처 : 교과서 E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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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30 개념 설명 산점도 -> 상관관계

B 226 개념 설명 산점도 -> 상관관계

B 231 수학실력 재어보기1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B 231 수학실력 재어보기2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C 214 개념 설명 산점도 -> 상관관계

D 221 생각 열기 평균 구하기 -> 상관관계 추측하기

D 222 개념 설명 산점도 -> 상관관계

D 224 문제 1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25 탐구 문제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29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3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그림 4-4] 교과서 E의 극단값, 잔차, 군집 설명

출처 : 교과서 E의 375쪽

개념설명과 문제들 중에 상관관계 지도의 계열성이 나타난 횟수는 각

각 교과서 A - 1회, B - 3회, C - 1회, D - 5회, E - 6회, F – 5회, G

- 1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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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75 개념 설명 산점도 -> 상관관계

E 375 example 2 산점도 -> 극단값, 잔차, 군집 구하기

E 375 on your own 산점도 -> 극단값, 잔차, 군집 구하기

E 377 exercises14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E 380 개념 설명 산점도 -> 적합선

E 381 개념 설명 산점도 -> 최적선

F 98 Applications 4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F 101 Applications 9 산점도 그리기 -> 상관관계 파악하기

F 107 Extensions 23 산점도 -> 상관계수 추측하기

F 108 Extensions 24 산점도 -> 상관계수 추측하기

G 421 개념 설명 산점도 -> 상관관계

[표 4-1]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SQ) 분석 결과

나.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MQ)

세 나라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을 살펴본 결과

세 나라 모두 점과 좌표, 일차함수를 배운 뒤에 상관관계를 지도하는 계

열성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점과 좌표를 배우

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일차함수를 배운 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상관관계를 배우고 있다.

미국은 7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과정) 과정에서 일차 관계를

배운 뒤에 8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과정) 과정 중 Graphing and

Writing Linear Equations 단원에서 선형방정식(linear equation)의 그래

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관관계 단원에서 적

합선(Line of fit)과 최적선(line of best fit)을 찾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8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일차함수와 그래프

를 배운 뒤 10학년 과정에서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배우고 있다.

교과서에서 나타난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교과서

에서 산점도를 도입할 때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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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교과서 A의 산점도 설명

출처 : 교과서 A 228쪽

상관관계를 도입하는 방법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A, B, D, 미국의 교과서 E, F, 호주의 교과서 G는 상관관계가 직

선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상관관계 개념을 도입할

때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의 경우 [그

림 4-7]와 같이 직선 없이 상관관계를 도입하여 상관관계를 도입할 때에

는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6] 교과서 A의 상관관계 설명

출처 : 교과서 A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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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교과서 C의 상관관계 도입

출처 : 교과서 C의 213쪽

상관관계를 도입한 후에 나오는 설명에도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들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의 강 약, 관계

없음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선형과 비선형을 구분

하고 있었다.

미국의 교과서 E는 상관관계를 양의 선형관계, 음의 선형관계, 비선형

관계, 관계없음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는 뒤에서 적합선(Line of fit)을

구하여 예측하는 내용과 연결성을 주기 위해 직선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 45 -

[그림 4-8] 교과서 E의 상관관계 도입

출처 : 교과서 E의 375쪽

호주의 교과서 G는 [그림 4-9]와 같이 산점도를 통해 상관관계를 도

입하며 1단계로 양의 관계, 음의 관계, 관계없음으로 구별하고 2단계로

상관관계의 세기를 강함, 중간, 약함으로 구별하며 3단계로 선형 비선형

으로 구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호주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회귀직선

을 배우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내용과 회귀직선의 내용에 연결성을 주기

위해 상관관계 정의에 직선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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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교과서 G의 상관관계 도입

출처 : 교과서 G 421쪽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이 나타난 횟수

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2회, B - 5회, C - 1회, D - 2회, E - 14회, F

- 16회, G - 1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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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28 개념 설명 점찍기 -> 산점도

A 230 개념 설명 직선 -> 상관관계의 강, 약

B 222 준비학습 1 점찍기 복습

B 222 준비학습 2 직선 그리기 복습

B 223 탐구해봅시다 점찍기 -> 산점도

B 224 개념 설명 점찍기 -> 산점도

B 226 개념 설명 직선 -> 상관관계 강, 약

C 213 개념 설명 점찍기 -> 산점도

D 220 준비학습 직선 그리기 복습

D 222 개념 설명
점찍기 -> 산점도

직선 -> 상관관계 강, 약

E 371
What you learned

before1
점찍기 복습

E 371
What you learned

before2
직선 식 구하기 복습

E 372 activity1 점찍기 -> 산점도

E 274 Key idea 점찍기 -> 산점도

E 275 개념 설명 직선 -> 상관관계

E 378 activity1 직선 -> 예측하기

E 379 activity2 직선 -> 예측하기

E 380 개념 설명 직선 -> 적합선

E 380 example1 직선 -> 예측하기

E 380 on your won 직선 -> 예측하기

E 381 개념 설명 직선 -> 최적선

E 382 exercises4 직선 -> 예측하기

E 382 exercises5 직선 -> 예측하기

E 382 exercises6 직선 -> 예측하기

E 385 quiz5 직선 -> 최적선

E 385 quiz6 직선 -> 최적선

F 82 problem 4.1.a.1 점찍기 -> 산점도

F 83 problem 4.1.a.3 직선 -> 특이점 파악

F 85 problem 4.2.a.3 직선 -> 예측하기

F 85 problem 4.2.a.4 직선 -> 예측하기

F 86 problem 4.2.b.3

F 87 problem 4.3 개념설명 직선 -> 상관계수의 크기

F 89 problem 4.3.b.1 직선 -> 예측하기

F 90 problem 4.3.c.1 직선 -> 예측하기

F 91 problem 4.3.d.1 직선 -> 예측하기

F 92 problem 4.3.e.1 직선 -> 예측하기

F 97 Applications 2 직선 -> 예측하기

F 97 Applications 3 직선 -> 상관관계

F 98 Applications 4 직선 -> 예측하기

F 99 Applications 5 직선 ->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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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01 Applications 9 직선 -> 상관계수 추측하기

F 108 Extensions 24 직선 -> 예측하기

G 421 개념 설명 직선 -> 상관관계 강, 약

[표 4-2]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MQ) 분석 결과

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OQ)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나타나는 것은 실생활에서 우

리가 관계를 알고 있는 사례를 통해 상관관계를 도입하거나, 사례를 문

제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타 교과에서 배운 내

용을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알아보면서 개념설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게

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A에는 북반구 위도와 12월 최고 기온과의 관계,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집에서 출발한 시간의 관계 등의 실생활 관련

내용이 있었으며, 북반구 위도와 12월의 최고 기온, 인간 개발지수와

GDP와의 관계 등의 타 교과 관련 내용이 있었다.

[그림 4-10] 교과서 A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A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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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과서 B에는 시청률과 광고, 일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인터넷 사용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의 관계 등의 실생활 관련 내

용이 있었고 GDP와 육류 소비량, 속력과 제동거리 등의 타 교과 관련

내용이 있었다.

[그림 4-11] 교과서 B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B 227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C에는 일별 최고 기온과 빙과류 판매액, 왼손과

오른손의 악력 관계, 생산된 배추의 양과 가격,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

등의 실생활 관련 내용이 있었고 기상과 산업의 관계에 관한 내용에서

타 교과 영역 관련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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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교과서 C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C 216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D에는 강수량과 우산 판매량, 책의 두께와 무게와

같은 실생활 관련 내용이 있었고 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그림 4-13] 교과서 D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D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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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과서 E에는 텔레비전 크기와 가격, 청바지 평균 가격과 판

매량, 결석일수와 성적의 관계 등의 실생활 관련 내용이 있었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에 따른 라인 강 높이의 관계 등의 타 교과 관련 내용이 있

었다.

[그림 4-14] 교과서 E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E 373쪽

미국의 교과서 F에 농구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나이와 100m 달

리기 시간, 롤러코스터의 최고 높이와 속도의 관계 등의 실생활 관련 내

용이 있었고 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 52 -

[그림 4-15] 교과서 F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F 90쪽

호주의 교과서 G에는 키와 몸무게의 관계, 학교에서 거리와 등교 시

간의 관계 등의 실생활 관련 내용이 있었고 타 교과 관련 내용은 없었

다.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나타난 총 횟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13회, B - 7회, C - 6회, D - 6

회, E - 18회, F - 21회, G - 17회 나타났다. 이 중 타 교과 관련 내용

은 A - 3회, B - 2회, C - 1회, D - 0회, E - 1회, F - 0회, G – 0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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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교과서 G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G 420쪽

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29 예제 차량의 수와 평균 속력의 관계

A 229 문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 은메달 수의 관

계

A 230 생각열기
독서시간과 국어점수, 운동시간과 독서

시간, 국어점수와 체육점수의 관계

A 231 문제 애호박의 가격과 판매량의 관계

A 236 중단원2
휴대전화 사용 시간, 메시지 수신 횟수

의 관계

A 237 중단원3 국어성적과 영어성적의 관계

A 237 중단원4 집까지 거리, 집에서 출발 시간의 관계

A 237 중단원5 던지기 점수, 달리기 실기 점수의 관계

A 238 놀이로 해보는 수학 기온과 핫 팩의 판매량의 관계

A 240 대단원 12 컴퓨터 사용시간과 학업성적의 관계

A 227 들어가기 인간개발지수와 GDP의 관계

A 228 생각열기 북반구 위도와 12월 최고 기온의 관계

A 232 추론, 창의 융합 인간개발지수와 GDP의 관계

B 223 탐구해봅시다 일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관계

B 225 문제1
대출한 도서 수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의

관계

B 227 예제2 인터넷 사용시간과 수면 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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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28 추론 배송거리와 배송시간의 관계

B 228 함께하는 수학
기온과 아이스크림, 핫팩, 라면 판매량의

관계

B 232 수학실력 재어보기4 사과나무의 나이와 수확량의 관계

B 226 탐구해봅시다
GDP와 육류 소비량의 관계

홍역 예방접종률과 홍역 발생건수

B 228 문제2 속력과 제동거리

C 211 단원활동1 일별 최고기온과 빙과류 판매액의 관계

C 211 단원활동2 일별 최고기온과 빙과류 판매액의 관계

C 212 개념열기 왼손과 오른손의 악력의 관계

C 216 중단원 학습점검1 생산된 배추의 양과 가격의 관계

C 216 중단원 학습점검2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의 관계

C 210 들어가기 기상과 산업의 관계

D 220 들어가기
강수량과 우산 판매량, 아이스크림 판매

량, 선글라스 판매량의 관계

D 221 다가서기 날씨와 어묵가게 손님 수의 관계

D 224 문제 1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관계

D 228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1
책의 두께와 무게의 관계

D 228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2

가격과 판매량, 기온과 냉방비

신발 크기와 가격, 자동차 이동거리와

남은 기름의 양의 관계

D 229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3 최고기온과 생수 판매량의 관계

E 372 activity1 공의 무게와 둘레의 관계

E 373 activity2 결석 횟수와 최종 성적의 관계

E 373 activity3
형성평가와 최종평가 점수, 컴퓨터의 연

식과 가치의 관계

E 274 example 1 지방과 칼로리의 관계

E 275 example 2
텔레비전 크기와 가격, 나이와 소유 애

완동물 마리수의 관계

E 375 on your own 공부시간과 점수의 관계

E 376 exercises3 신발 크기와 IQ의 관계

E 376 exercises4 출발 후 시간과 목적지까지의 거리의 관계

E 376 exercises5 공이 튀어오르는 높이와 시간의 관계

E 376 exercises6 피자 토핑 개수와 피자 가격의 관계

E 376 exercises7 청바지 평균 가격과 판매량의 관계

E 376 exercises9 일하는 시간에 따른 소득의 관계

E 377 exercises14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의 관계

E 377 exercises15 실생활 음의 상관관계 찾기

E 377 exercises16 태블릿 메모리와 가격의 관계

E 378 activity1 아기 악어의 시간에 따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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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79 activity2 시간에 따른 박쥐 개체수

E 374 on your own 지방과 칼로리의 관계

F 81 단원 도입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2 problem 4.1.a.1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2 problem 4.1.a.2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3 problem 4.1.a.3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3 problem 4.1.b.1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3 problem 4.1.b.2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3 개념 설명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3 problem 4.1.c.1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3 problem 4.1.c.2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

F 84 도입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

F 85 problem 4.2.a.1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

F 85 problem 4.2.a.2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

F 85 problem 4.2.a.3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

F 85 problem 4.2.a.4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

F 86 problem 4.2.b.1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

F 86 problem 4.2.b.2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

F 98 Applications 4 비행기 길이와 날개 길이의 관계

F 101 Applications 8
서빙 하는 사람 수와 패스트푸드점 주문

이 나오는 시간의 관계

F 101 Applications. 9 결석일수와 수학점수의 관계

F 103 Connects 14 팔 길이와 키의 비율

F 110 Extensions 25
mp3 다운로드 개수와 폰 여유 공간의

관계

G 419 개념 설명 키와 몸무게의 관계

G 429 exercise 21b-2 훈련 시간과 생산성의 관계

G 429 exercise 21b-3 득점과 실점의 관계

G 429 exercise 21b-5 학교에서 거리와 등교시간의 관계

G 423 exercise 21c-4
보내는 메시지 수와 받는 메시지 수의 관

계

G 423 exercise 21c-5
기온과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관

계

G 423 exercise 21c-6
물리와 수학 점수, 물리와 미술 점수의 관

계

G 424 exercise 21c-7 기온과 음료 판매량의 관계

G 424 exercise 21c-8 금액에 따른 필요 동전 개수

G 425 review 21-4 농구골대와의 거리와 슛 성공률의 관계

G 426 review 21-5 럭비 팀의 승수와 등수의 관계

G 426 review 21-6 소화성 궤양과 소득의 관계

G 426 practice test 21b-1 불량품과 업무 기간의 관계

G 426 practice test 21b-2 운동시간과 부상 횟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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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427 practice test 21b-4 체스 경기 후 남은 말의 수의 관계

G 427 practice test 21b-6 소설의 페이지 수와 챕터의 수의 관계

G 428 practice test 21c-2 시간에 따른 여행지와의 거리의 관계

[표 4-3]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OQ) 분석 결과

(음영 처리 되어 있는 예는 타 교과 영역)

라. 혼합 영역의 계열성(CQ)

혼합 영역의 계열성은 통계 영역, 통계를 제외한 수학 영역,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이 혼합되어 계열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상관관계를 통계 영

역의 내용인 산점도와 수학 영역의 내용인 직선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므

로 통계 영역과 수학 영역을 혼합한 혼합 영역의 계열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생활 요소가 있는 문제에서 산점도를 그리고 이를

통해 상관관계를 구하도록 하는 문제는 혼합 영역의 계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7] 교과서 D의 혼합 영역의 계열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D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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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30 개념 설명
산점도, 직선 -> 상관관계

(통계, 수학)

B 224 탐구해봅시다

일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점과

좌표 -> 산점도

(통계, 실생활)

B 226 개념설명
산점도, 직선 -> 상관관계

(통계, 수학)

D 222 개념 설명
산점도, 직선 -> 상관관계

(통계, 수학)

D 224 문제 1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산점도를 그리

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D 229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3

최고 기온과 생수 판매량의 산점도를 그

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275 example 2

텔레비전 크기와 가격, 나이와 소유 애

완동물 마리수의 산점도를 통해 상관관

계, 극단값, 차이, 군집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75 on your own

공부시간과 점수의 산점도를 통해 상관

관계, 극단값, 차이, 군집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80 개념 설명
산점도, 직선 -> 적합선

(통계, 수학)

E 381 개념 설명
산점도, 직선 -> 최적선

(통계, 수학)

F 83 problem 4.1.a.3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관계의 직

선의 그래프를 그리기

(수학, 실생활)

F 98 Applications 4

비행기의 길이와 날개의 길이의 산점도

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통계, 실생활)

F 101 Applications 9

결석일수와 수학 점수의 관계의 산점도

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직선 식

을 찾고 상관계수를 추측하기

(통계, 수학, 실생활)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혼합 영역과의 계열성이 나타난 횟수

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1회, B - 2회, C – 0회, D는 3회, E – 4회,

F - 4회, G - 1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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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08 Extensions 24

추측한 호박씨의 개수와 실제 개수를 비

교 -> 산점도

직선 -> 상관계수 추측

(통계, 수학)

G 421 개념 설명
산점도, 직선 -> 상관관계

(통계, 수학)

[표 4-4] 혼합 영역의 계열성(CQ) 분석 결과

계열성의 유형별 등장 횟수를 종합하면 [표 4-5]와 같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Q 1 3 1 5 6 4 1

MQ 2 5 1 2 14 16 1

OQ
실생활 10 6 5 6 17 21 17

타 교과 3 2 1 0 1 0 0

CQ 1 2 0 3 4 4 1

[표 4-5] 교과서의 영역별 계열성 유형 등장 횟수

계열성의 유형별 등장 비율을 종합하면 [표 4-6]과 같다. 모든 교과서

에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계열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상관관계를 지도하면서 이미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Q 4.5 12.5 5.0 25.0 11.3 7.1 3.0

MQ 9.1 20.8 5.0 10.0 26.4 28.6 3.0

OQ
실생활 45.5 25.0 25.0 30.0 32.1 37.5 51.5

타 교과 13.6 8.3 5.0 0.0 1.9 0.0 0.0

CQ 4.5 8.3 0.0 15.0 7.5 7.1 3.0

[표 4-6] 교과서의 영역별 계열성 유형 등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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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교과서 A의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A 237쪽

2. 상관관계 지도의 공유성 분석

가.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SS)

한 문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통계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A는 한 가지 과제에서 산점도를 해석하고 상관관

계를 파악하는 것을 동시에 평가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 영

역 내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다른 실생활 소재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고 한 과제에서 평균, 중앙값, 산점도, 대푯값, 상관관계를 모

두 구하도록 하는 예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B에는 산점도를 해석하여 평균을 구하거나 최빈값

을 구하고 상관관계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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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교과서 B의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B 232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C에는 산점도를 해석하고 상관관계를 구하는 문제

가 있었으며 산점도에서 점을 지웠을 때와 추가하였을 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에는 산점도를 그리거나 해석하고 상관관계를 구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림 4-20] 교과서 C의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C 217쪽

[그림 4-21] 교과서 D의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D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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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과서 E에는 한 가지 과제에 산점도를 해석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

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에서 최적선, 상관계수

를 모두 구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그림 4-22] 교과서 E의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E 383쪽

미국의 교과서 F에는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구하는 문제와 상

관계수를 추측해보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극단값(outlier)을 찾는 문제

등이 있었다.

[그림 4-23] 교과서 F의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F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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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31 문제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A 232 추론, 창의 융합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A 236 중단원2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A 237 중단원3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A 237 중단원4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A 242 생생직업체험
평균, 중앙값, 대푯값 구하기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B 225 문제1 산점도 그리기, 평균을 구해서 비교하기

B 228 문제2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B 231 수학실력 재어보기1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B 231 수학실력 재어보기2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B 232 수학실력 재어보기4
산점도를 통해 상관관계 파악하기

40kg 이상 사과나무의 평균 구하기

B 236 대단원평가 10

상관관계 파악하기, 7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 과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수학 평균 구하기

C 215 열린 문제 2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C 216 중단원 학습점검2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C 217 중단원 학습점검4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C 217 중단원 학습점검5

상관관계 구하기, 점을 지웠을 때의 상관

관계 구하기, 자료 추가하고 상관관계 구

하기

D 221 생각 열기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24 문제 1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25 탐구문제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25 셍긱이 크는 수학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29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3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29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4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D 233
단원을마무리하는문제

19
산점도 해석하기, 최빈값 구하기

호주의 교과서 G에는 한 문제에서 산점도 해석과 상관관계를 파악하

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이 나타

났다.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통계 영역내의 공유성이 나타난 총 횟

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8회, B - 6회, C - 4회, D - 7회, E - 12회,

F - 19회, G - 11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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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76 exercises7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E 376 exercises8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E 376 exercises9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E 377 exercises16
상관관계 파악하기, 극단값, 차이, 군집 구하

기

E 381 example2 최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E 381 on your won 최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E 383 exercises8 최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E 383 exercises9 최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E 383 exercises10 최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E 385 quiz1 산점도 해석하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E 385 quiz5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극단

값, 차이, 군집 구하기

E 385 quiz6 산점도 그리기, 적합선 그리기

F 83 problem 4.1.a.3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지나지 않는 점

찾고 특징 말하기, 제외되는 몇 가지 점

을 선택하여 각 경우의 관계 설명하기

F 85 problem 4.2.a.3 예측하기

F 85 problem 4.2.a.4 예측하기

F 86 problem 4.2.b.1 모델과 맞지 않는 점의 좌표 찾기

F 86 problem 4.2.b.3
특정 사람의 팔 길이와 키의 점을 찍기,

위치 얘기하기

F 88 problem 4.3.a.3 여러 상관계수에 맞는 산점도 찾기

F 89 problem 4.3.b.1 직선 그리고 예측하기

F 90 problem 4.3.c.1 직선 그리고 예측하기

F 91 problem 4.3.d.1 직선 그리고 예측하기

F 92 problem 4.3.e.1 직선 그리고 예측하기

F 97 Applications 2

산점도 그리기,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

기 위해 각 변수의 최댓값 최솟값 구하

기, 보폭으로 키 예측하기

F 97 Applications 3
직선 그리기, 관계 말하기, 직선 식 구하

기, 관계의 참 거짓 판단(직선 위, 아래)

F 98 Applications 4
산점도 그리기, 관계 파악하기(앞의 농구

와 비교), 예측하기

F 99 Applications 5
상관관계 파악하기, 직선 그리고 식 구

하기, 예측하기

F 100 Applications 7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상관

계수 추측하기

F 101 Applications 8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극단

값 찾기, 상관계수 추측하기

F 101 Applications 9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직선

식 찾기, 상관계수 추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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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06 Extensions 21
관계식 나타내기, 그래프 그리기, 새소리

횟수 예측하기

F 108 Extensions 24
평균, 최대, 최소 구하기(추측, 실제),

산점도와 직선 그리기

G 422 example3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3 exercise 21c-3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3 exercise 21c-4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3 exercise 21c-5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3 exercise 21c-6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4 exercise 21c-7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4 exercise 21c-8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6 review 21-5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6 review 21-6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7 practice test 21b-4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G 428 practice test 21c-3 산점도 그리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표 4-7]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SS) 분석 결과

나.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MS)

우리나라의 교과서 A, B, C, D와 호주의 교과서 G에서는 수학 영역

과의 공유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상관관계 단원의 개념설명과 문제에서

통계 영역 이외의 수학 영역의 내용과 결합한 문제나 활동과제 등은 없

었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교과서에는 산점도나 상관관계를 직선과 연

결 지어 해결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미국의 교과서 E는 산점도에서 적합선(Line of fit)을 그리고 직선의

식을 구하며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여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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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교과서 E의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E 378쪽

미국의 교과서 F에는 산점도에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통

해 산점도의 점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고 직선을 통해 특정 값을 예측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림 4-25] 교과서 F의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F 83쪽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난 총 횟

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0회, B - 0회, C - 0회, D - 0회, E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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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E 378 activity1
점찍기, 직선 그리기, 식 구하기, 예측하

기

E 379 activity2
점찍기, 직선 그리기, 식 구하기, 예측하

기

E 380 example1

직선 그리기, 직선 식 구하기,

직선의 기울기로 변화 해석하기,

예측하기

E 380 on your won

직선 그리기, 직선 식 구하기,

직선의 기울기, y절편 구하기,

예측하기

E 381 example2 직선 식, 상관계수 구하기

E 381 on your won 직선 식, 상관계수 구하기

E 382 exercises4 직선 식 구하기, 예측하기

E 382 exercises5 직선 식 구하기, 예측하기

E 382 exercises6 직선 식 구하기, 예측하기

E 385 quiz5 최적선 찾기

E 385 quiz6
직선 그리기, 직선 식 구하기, 직선의 기

울기와 y 절편 구하기

F 83 problem 4.1.a.3

직선 그리기, 직선 지나지 않는 점 찾고

특징 말하기, 제외되는 몇 가지 점을 선

택하여 각 경우의 관계 설명하기

F 85 problem 4.2.a.1 기울기 구하기

F 85 problem 4.2.a.3 예측하기

F 85 problem 4.2.a.4 예측하기

F 86 problem 4.2.b.1 모델과 맞지 않는 점의 좌표 찾기

F 86 problem 4.2.b.3
특정 사람의 팔 길이와 키의 점을 찍기,

위치 파악하기

F 89 problem 4.3.b.1 직선 그리기, 예측하기

F 90 problem 4.3.c.1 직선 그리기, 예측하기

F 91 problem 4.3.d.1 직선 그리기, 예측하기

F 92 problem 4.3.e.1 직선 그리기, 예측하기

F 97 Applications 2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각 변수

의 최댓값 최솟값 구하기, 보폭으로 키

예측하기

F 97 Applications 3
직선 그리기, 관계 말하기, 직선 식 구하

기

F 98 Applications 4 식 구하기, 예측하기

F - 16회, G - 0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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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99 Applications 5 직선 그리기, 직선 식 구하기, 예측하기

F 101 Applications 9 직선 식 구하기

F 108 Extensions 24
직선 그리기, 직선 위아래를 기준으로

추측이 맞는지 판단하기

[표 4-8]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MS) 분석 결과

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OS)

실생활 및 타 교과 내용을 활용한 것 중에 관계를 알아낸 주제가 사

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나 타 교과에서 배울만한 내용

인 경우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A에는 [그림 4-26]와 같이 컴퓨터 사용시간과 학

업성적이라는 실생활 요소로 산점도를 그리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실생

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그림 4-26] 교과서 A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A 240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B에는 나이와 망막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의 관계

를 구하는 문제와 사과나무의 나이와 수확량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가 있

어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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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과서 C에는 11월 한 달 동안 일조 시간과 구름의 양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를 파악하도록 하여 실생활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멀리뛰기 기록 등의 주제를 가진 문제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양의 관계를 구하

는 문제가 있어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미국의 교과서 E에는 시간에 따른 박쥐 개체 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산점도를 그리고 이를 통해 박쥐의 개체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므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교과서 F에는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관계를 구하는 문

제가 있어 실생활 및 타 교과와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호주의 교과서 G에는 실업률과 도난사건의 발생 횟수의 관계를 구하

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실업률이 높아지면 도난사건

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실

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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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교과서 E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E 379쪽

[그림 4-28] 교과서 G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G 425쪽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이

나타난 총 횟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1회, B - 1회, C - 6회, 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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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32 추론, 창의 융합 인간개발지수와 GDP

B 232 수학실력 재어보기4 사과나무 나이와 수확량

B 231 수학실력 재어보기2 나이와 망막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

C 215 열린 문제 2 11월 한 달 동안 일조 시간과 운량

C 217 중단원 학습점검3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멀리뛰기

기록

C 217 중단원 학습점검4 버스의 배차시간과 기다리는 승객 수

C 221 대단원 학습 평가 8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과 악성 코드

발견률

C 222 대단원 학습 평가 12 컴퓨터 사용시간과 수면시간

C 219 수학 흥미를 더하다 얼음의 온도와 마찰력

D 229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3 최고기온과 생수 판매량

D 227 생각 열기 위도와 7월 1일의 평균 기온

D 224 함께하기 풍속과 평균 파고

F 101 Applications 9 결석일수, 수학점수

F 106 Extensions 21 곤충 울음소리 횟수와 기온

F 106 Extensions 22 곤충 울음소리 횟수와 기온

G 419 example2 나이와 완료한 일의 개수

G 419 exercise 21b-1 방에 있는 물체의 무게와 높이 

G 429 exercise 21b-4 다이빙 대회에서 두 심사위원의 점수

G 425 review 21-2 실업률과 도난사건의 횟수

G 428 practice test 21c-1 나라 면적과 인구

[표 4-9]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OS) 분석 결과

(음영 처리 되어 있는 예는 타 교과 영역)

회, E - 0회, F - 3회, G - 5회 나타났다. 이 중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

성은 A - 1회, B - 1회, C - 2회, D - 2회, E - 0회, F - 0회, G - 0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9]과 같다.

라. 혼합 영역의 공유성(CS)

우리나라의 교과서 A에는 위도와 기온이라는 지리 교과의 내용을 공

유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통계 영역 내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혼합 영역의 공유성이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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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교과서 A의 혼합 영역의 공유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A 228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B에는 혼합 영역의 공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에는 11월 한 달 동안 일조 시간과 구름양의 관

계를 조사하는 문제가 있어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도록 하

고 있다. 이 문제는 실생활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혼합 영역의 공유성

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에는 북반구에 있는 여러 도시의 위도와 평균 기

온의 자료를 통해 위도가 북위 인 도시의 평균 기온을 구하고 위도

와 평균 기온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타 교과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 해석, 상관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혼합 영역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미국의 교과서 E에는 [그림 4-27]와 같이 박쥐의 개체 수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어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공유성을 갖고 있으며, 수학

영역의 직선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혼합 영역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미국의 교과서 F에는 실생활 주제의 문제에서 직선의 식을 구하고 예

측하도록 하고 있어 혼합 영역의 공유성이 나타났다.

호주 교과서 G에서 혼합 영역의 공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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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32 추론, 창의 융합
인간개발지수와 GDP의 산점도
나타내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통계, 실생활)

B 231 수학실력 재어보기2
나이와 망막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의
산점도 나타내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통계, 타 교과)

C 215 열린 문제 2
11월 한 달 동안 일조 시간과 운량의
산점도 나타내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통계, 타 교과)

C 217 중단원 학습점검4
버스의 배차시간과 기다리는 승객 수의
산점도 나타내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통계, 실생활)

D 221 생각 열기
위도와 7월 1일의 평균 기온의 산점도
나타내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통계, 타 교과)

D 229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3

최고기온과 생수 판매량의 산점도
나타내기, 상관관계 파악하기
(통계, 실생활)

E 381 example2
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통계, 수학)

E 381 on your won
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통계, 수학)

E 385 quiz5
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통계, 수학)

E 385 quiz6
직선 구하기, 상관계수 구하기
(통계, 수학)

F 83 problem 4.1.a.3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89 problem 4.3.b.1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90 problem 4.3.c.1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91 problem 4.3.d.1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92 problem 4.3.e.1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97 Applications 2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혼합 영역의 공유성이 나타난 총 횟수

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1회, B - 1회, C - 2회, D - 2회, E – 4회,

F - 12회, G - 0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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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97 Applications 3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98 Applications 4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99 Applications 5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F 101 Applications 9
결석일수와 수학 점수의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실생활)

F 106 Extensions 21
곤충 울음소리의 횟수와 기온의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실생활)

F 108 Extensions 24
직선 구하기, 예측하기
(통계, 수학)

[표 4-10] 혼합 영역의 공유성(CS) 분석 결과

공유성의 유형별 등장 횟수를 종합하면 [표 4-11]과 같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S 8 6 4 7 12 19 11

MS 0 0 0 0 11 16 0

OS
실생활 0 0 4 1 0 3 5

타 교과 1 1 2 2 0 0 0

CS 1 1 2 2 4 12 0

[표 4-11] 교과서의 영역별 공유성 유형 등장 횟수

공유성의 유형별 등장 비율은 [표 4-12]와 같다. 전체적으로 통계 영

역의 공유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

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학 영역과의 공유성은 미국의

교과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점도에서 직선 식을

구하고 특정 값을 예측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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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S 36.4 25.0 20.0 35.0 22.6 33.9 33.3

MS 0.0 0.0 0.0 0.0 20.8 28.6 0.0

OS
실생활 0.0 0.0 20.0 5.0 0.0 5.4 15.2

타 교과 4.5 4.2 10.0 10.0 0.0 0.0 0.0

CS 4.5 4.2 10.0 10.0 7.5 21.4 0.0

[표 4-12] 교과서의 영역별 공유성 유형 등장 비율(%)

3. 상관관계 지도의 연계성 분석

연계성은 개념설명이나 문제 풀이가 아닌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활동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교과서의 등장 횟수를

비교하였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 본 활동과 보조 활동 중 어디에

나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SW)

우리나라의 교과서 A에는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 주제로 평균, 중앙값,

산점도, 대푯값,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과제가 있어 통계 영역 내의 연계

성이 나타났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B에는 반 학생들의 손의 길이와 발의 길이를 직접

조사하고 통그라미를 통해 산점도와 추세선을 그리는 활동이 있어 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이 나타났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의 [그림 4-30]는 통계 보고서 작성이라는 주제

를 가지고 통계 영역의 대푯값, 산포도를 구하고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구하여 관련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이 나타났

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는 직접 주제를 정하여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활

동이 있다. 이 활동에는 주제 정하기, 자료 수집하기, 방법 정하기,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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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42 생생직업체험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을 결정하여 조사하기

(평균, 중앙값, 산점도, 대푯값,

상관관계)

그래프 만들기, 해석하기, 포스터 만들기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이 나타났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미국의 교과서 E, F와 호주의 교과서 G에서는 통계 영역 내의 연계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30] 교과서 C의 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C 224쪽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이 나타난 총 횟

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1회, B - 2회, C - 1회, D - 2회, E - 0회, F

- 0회, G - 0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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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30
컴퓨터로 하는

수학(활동)

반 학생들의 손의 길이와 발의 길이를

직접 측정해 보고 통그라미를 활용하여

산점도와 추세선 그리기

B 233 창의융합 탐험

야구 경기에서 승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정하고 직접 분석하기

(주제 정하기, 계획 수립하기, 자료 수집

하기, 자료 분석하기(컴퓨터 활용), 결론

정리)

C 223 창의융합 프로젝트

통계 보고서 작성하기

(주제 정하기, 자료 수집, 대상 정하기,

자료 수집 방법 정하기, 보고서 작성하

기)

D 225 탐구 문제
직접 주제를 정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D 226 알콩달콩 수학활동

직접 주제를 만들어 통계 포스터 만들기

(주제 정하기, 자료 수집, 방법 정하기,

표와 그래프 만들기, 해석하기, 포스터

만들기)

[표 4-13] 통계 영역 내의 연계성(SW) 분석 결과

나. 수학 영역과의 연계성(MW)

모든 교과서에서 수학 영역과의 연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OW)

우리나라의 교과서 A에는 [그림 4-31]과 같이 사회조사 전문가의 역

할 따라 해 보기라는 주제로 수행과제가 있다. 이는 실생활 소재를 통해

변수를 직접 정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나타났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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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교과서 A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A 242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B는 [그림 4-32]과 같이 승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직접 찾아보고 주제 정하기,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

론 정리의 과정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나타났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그림 4-32] 교과서 B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B 233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C의 [그림 4-30]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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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이므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

계성이 있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의 [그림 4-30]은 실생활 주제를 정하고 통계 포

스터를 만드는 과제이다. 통계포스터에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구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있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미국의 교과서 E, F에는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호주의 교과서 G에는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의 성과 이름을 조사하여

성과 이름의 관계를 살펴보는 활동이 있다. 이는 실생활 내용을 가지며

학생들이 활동하도록 하므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림 4-33] 교과서 D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D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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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42 생생직업체험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을 결정하여 조사하기

(평균, 중앙값, 산점도, 대푯값,

상관관계)

B 230
컴퓨터로 하는

수학(활동)

반 학생들의 손의 길이와 발의 길이를

직접 측정해 보고 통그라미를 활용하여

산점도와 추세선 그리기 활동

B 233 창의융합 탐험

야구 경기에서 승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정하고 직접 분석하여 보고서 작

성하기

(주제 정하기, 계획 수립하기, 자료 수집

하기, 자료 분석하기(컴퓨터 활용), 결론

정리)

C 218 수행과제
연령과 최대 심박 수의 관계 조사하여

상관관계 살펴보기

[그림 4-34] 교과서 G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G 424쪽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이

나타난 총 횟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1회, B - 2회, C - 2회, D - 2

회, E - 0회, F - 0회, G - 1회 나타났다. 모든 교과서에서 실생활 영역

과의 연계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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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23 창의융합 프로젝트

통계 보고서 작성하기

(주제 정하기, 자료 수집, 대상 정하기,

자료 수집 방법 정하기, 보고서 작성하

기)

D 225 탐구 문제
직접 주제를 정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D 226 알콩달콩 수학활동

직접 주제를 만들어 통계 포스터 만들기

(주제 정하기, 자료 수집, 방법 정하기,

표와 그래프 만들기, 해석하기, 포스터

만들기)

G 424 activity
반 아이들의 성과 이름의 길이를 조사하

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표 4-14]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연계성(OW) 분석 결과

라. 혼합 영역의 연계성(CW)

우리나라의 교과서 A의 [그림 4-30]은 실생활 소재를 통해 변수를 직

접 정하고 통계 조사를 하는 활동이므로 혼합 영역의 연계성이 나타났

다. 이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B의 과제 [그림 4-31]은 승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직접 찾아보고 주제 정하기,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

론 정리의 과정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혼합 영역의 연계성이 있다. 이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의 과제 [그림 4-29]는 통계 보고서 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계 영역의 대푯값, 산포도를 구하고 산점도와 상관관계

를 구하여 관련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 영역의 연계성

이 나타났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의 과제 [그림 4-29]은 실생활 주제를 정하고 통

계 포스터를 만드는 과제이다. 통계포스터에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를 구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혼합 영역의 연계성이 있다. 이 과제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과제이다.

미국의 교과서 E, F와 호주의 교과서 G에는 혼합 영역의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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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42 생생직업체험
실생활 소재를 통해 통계 조사 하기

(통계, 실생활)

B 230
컴퓨터로 하는

수학(활동)

반 학생들의 손의 길이와 발의 길이를

직접 측정하여 산점도와 추세선 그리기

(통계, 실생활)

B 233 창의융합 탐험

야구 경기에서 승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정하고 직접 분석하여 보고서 작

성하기

(통계, 실생활)

C 223 창의융합 프로젝트

실생활 주제를 통해 통계 보고서 작성하

기

(통계, 실생활)

D 225 탐구 문제

직접 주제를 정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통계, 실생활)

D 226 알콩달콩 수학활동
직접 주제를 정하여 통계 포스터 만들기

(통계, 실생활)

[표 4-15] 혼합 영역의 연계성(CW) 분석 결과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혼합 영역의 연계성이 나타난 총 횟수

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1회, B - 2회, C - 2회, D - 2회, E - 0회, F

- 0회, G - 1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5]과 같다.

연계성의 유형별 등장 횟수를 종합하면 [표 4-16]과 같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W 1 2 1 2 0 0 0

MW 0 0 0 0 0 0 0

OW
실생활 1 2 2 2 0 0 1

타 교과 0 0 0 0 0 0 0

유형 1 2 1 2 0 0 0

[표 4-16] 교과서의 영역별 연계성 유형 등장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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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의 유형별 등장 비율은 [표 4-17]과 같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W 4.5 4.2 5.0 20.0 0.0 0.0 0.0

MW 0.0 0.0 0.0 0.0 0.0 0.0 0.0

OW
실생활 4.5 4.2 10.0 20.0 0.0 0.0 3.0

타 교과 0.0 0.0 0.0 0.0 0.0 0.0 0.0

CW 4.5 4.2 5.0 20.0 0.0 0.0 0.0

[표 4-17] 교과서의 영역별 연계성 유형 등장 비율(%)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연계성이 있는 문제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본 활동보다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4. 상관관계 지도의 조직성 분석

조직성은 교과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과

역량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에 나와 있는 6가지 역량인 문제해결, 추

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ST)

우리나라의 교과서 A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지 말

해보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제가 있어 통계 영역 내

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 활동은 보조 활동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B에는 정보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학적 도구

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구하는 과제가 있어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 활동은 보조 활동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에는 엎어진 U자 모양의 산점도를 통해 상관관

계가 있는지 없는지 토론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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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32 추론, 창의 융합

인간개발지수와 GDP의 관계를 통해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관계를 추론하기
(추론, 창의 융합)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1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정보처리)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2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정보처리)

A 234 교과 역량 더하기1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해보기
(의사소통, 추론)

A 235 교과 역량 더하기2
상관관계와 산점도를 연결하는 게임하기
(창의 융합, 태도 및 실천)

B 228 추론
극단값 포함 여부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하기
(추론)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 활동은 보조 활동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에는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정보처리 역량과 관련된 과제가 있어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 활동은 보조 활동에 포함된다.

미국의 교과서 E에는 산점도에 직선을 그리고 특정 값의 결과를 예측

하는 과제가 있어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는 모델링을 통

해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다.

미국의 교과서 F에는 두 변수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고 식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과제가 있

었다.

호주의 교과서 G에는 관련 과제가 없었다.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이 나타난 총

횟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5회, B - 3회, C - 0회, D - 1회, E - 15

회, F - 6회, G - 0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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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30
컴퓨터로 하는
수학(활동)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와 추세
선 그리기
(정보처리)

B 233 창의융합 탐험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
고 상관관계 구하기
(창의 융합, 정보처리)

C 214
수학 역량 기르기
(의사소통)

엎어진 U자 모양의 그래프가 상관관계
가 있는지 없는지 토론하기
(의사소통)

D 225 탐구문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정보처리 능력)

E 372 activity1

공의 무게와 둘레의 관계의 산점도를
그리고 관계를 추측해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기
(의사소통)

E 373 activity2
결석 횟수와 최종 성적의 산점도를
그리고 특정 값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77 exercises17

선글라스와 비치 타올의 판매량이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기
(추론)

E 378 activity1

아기 악어의 시간에 따른 길이를
산점도를 그리고 최적선을 구하여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79 activity2

아기 악어의 시간에 따른 길이를
산점도를 그리고 최적선을 구하여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81 example2

연도에 따른 티켓 판매량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2 exercises4
블루베리의 부피와 무게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82 exercises5
기온과 핫초코 판매량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82 exercises6
집의 거리와 휴가 시간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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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83 exercises8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박물관의
기간에 따른 관람객 수의 최적선과
상관계수 구하기
(정보처리)

E 383 exercises9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눈보라가
몰아친 시간대비 눈이 쌓인 높이의
최적선과 상관계수 구하기
(정보처리)

E 383 exercises10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나이에 따른
메시지의 개수의 최적선과 상관계수
구하기
(정보처리)

E 383 exercises11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야구공의 높이의 최적선과 상관계수
구하기
(정보처리)

E 385 quiz5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기간에 따른
레스토랑 손님 수의 최적선과 상관계수
구하기
(정보처리)

E 385 quiz6

기간에 따른 고양이의 개체수의 산점도,
적합선, 적합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고 10월의 고양이 개체수 예측하기
(문제해결)

F 89 problem 4.3.b.1

롤러코스터의 최고 높이와 최고 속도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0 problem 4.3.c.1

롤러코스터의 트랙 길이와 최고 속도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1 problem 4.3.d.1

롤러코스터의 운행시간와 최고 속도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2 problem 4.3.e.3

나이와 롤러코스터 탑승자의 수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8 Applications 4

비행기의 길이와 날개의 길이의 관계를
통해 산점도를 그리고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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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99 Applications 5

새의 길이와 날개의 길이의 관계를 통해
산점도를 그리고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표 4-18] 통계 영역 내의 조직성(ST) 분석 결과

나. 수학 영역과의 조직성(MT)

모든 교과서에서 수학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OT)

우리나라의 교과서 A에는 [그림 4-34]와 같이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는 와글와글

수학 활동이 있다. 이지 통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표에 있는 수치를 산

점도로 나타내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제를 통해 학생들

은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는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을 기를 수 있는 과제이므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5] 교과서 A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A 233쪽

우리나라의 교과서 B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에서 특정 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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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른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문제에서 추론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

르도록 하고 있어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외

에도 정보처리, 창의 융합을 기르기 위한 문제가 있었다. 이 활동은 보조

활동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에는 운동시간과 운동 후 1분 동안의 심박 수의

관계라는 실생활 과제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도록 하

는 과제가 있어 실생활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는 정보처리 역

량을 기르기 위한 과제로 실생활 영역과의 연결성이 나타났다. 이는 보

조 활동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D에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풍속과 평균 파고

의 산점도를 그리는 과제가 있어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이는 보조 활동에 포함된다.

미국의 교과서 E에는 [그림 4-35]와 같이 결석일수와 학기말 성적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결석일수가 6일인 학생의 성적을 예측해보도

록 하는 과제가 있다. 이는 모델링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하

는 과제로 실생활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그림 4-36] 교과서 E의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E 373쪽



- 88 -

교과서 페이지 항목 내용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1

홈런의 수와 삼진의 수의 관계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정보처리)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2

소득과 지출 사이의 관계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정보처리)

A 234 교과 역량 더하기1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물놀이 사고의 발
생 확률이 관련 있는지 말해보기
(의사소통, 추론)

A 235 교과 역량 더하기2
상관관계가 있는 실생활 사례를 통해
게임 하기
(창의 융합, 태도 및 실천)

A 232 추론, 창의 융합

인간개발지수와 GDP의 관계를 통해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관계를 추론하기
(추론, 창의 융합)

B 228 추론
배송거리와 배송시간의 산점도에서 극단
값 포함 여부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하기
(추론)

B 230
컴퓨터로 하는
수학(활동)

손의 길이와 발의 길이의 관계를 통그라
미를 이용하여 산점도와 추세선 그리기
(정보처리)

미국의 교과서 F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과제가 있어 산점

도에서 직선을 그려 특정 값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델링을 통

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제로 실생활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

타났다.

호주의 교과서 G에는 관련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이

나타난 총 횟수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5회, B - 3회, C - 1회, D - 1

회, E - 15회, F - 6회, G - 0회 나타났다. 이 중 타 교과 영역과의 조

직성은 교과서 A - 1회, B - 0회, C - 0회, D - 1회, E - 0회, F - 0

회, G - 0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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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33 창의융합 탐험
실생활 사례의 관계를 통그라미를 이용
하여 상관관계 구하기
(창의 융합, 정보처리)

C 215
수학 역량 기르기
(정보처리)

운동 시간과 운동 후 1분 동안의 심박수
의 산점도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그
리기
(정보처리)

D 224 함께하기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풍속과 평균
파고의 산점도를 그리기
(정보처리)

D 225 탐구문제

직접 정한 실생활 주제에 대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정보처리)

E 372 activity1
공의 무게와 둘레의 관계를 추측해 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기
(의사소통)

E 373 activity2
결석 횟수와 최종 성적의 산점도를
그리고 특정 값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77 exercises17
선글라스와 비치 타올이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기
(추론)

E 378 activity1

아기 악어의 시간에 따른 길이를
산점도를 그리고 최적선을 구하여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79 activity2

아기 악어의 시간에 따른 길이를
산점도를 그리고 최적선을 구하여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81 example2

연도에 따른 티켓 판매량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1 on your won

시간에 따른 강의 깊이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2 exercises4
블루베리의 부피와 무게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82 exercises5
기온과 핫초코 판매량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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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82 exercises6
집의 거리와 휴가 시간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 383 exercises8

박물관의 기간에 따른 관람객 수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3 exercises9

눈보라가 몰아친 시간대비 눈이 쌓인
높이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3 exercises10

나이에 따른 메시지의 개수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3 exercises11

시간에 따른 야구공의 높이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5 quiz5

기간에 따른 레스토랑 손님 수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기
(정보처리)

E 385 quiz6

기간에 따른 고양이의 개체수의 산점도,
적합선, 적합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고 10월의 고양이 개체수 예측하기
(문제해결)

F 82 problem 4.1.a.2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산점도를
보고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의사소통)

F 83 problem 4.1.b.2

특정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데이터를 보고 농구선수의 키와 팔
길이가 같다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기
(의사소통)

F 83 problem 4.1.c.2
농구 선수의 팔 길이와 키의 데이터를
보고 주어진 모델이 적절한지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84 problem 4.1.d.1
공룡의 팔 길이와 키의 자료를 보고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의사소통)

F 85 problem 4.2.a.3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산점도와
직선을 통해 특정 나이의 100m 달리기
시간을 예측해 보고 이유를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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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85 problem 4.2.a.4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산점도와
직선을 통해 특정 나이의 100m 달리기
시간을 예측해 보고 이유를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86 problem 4.2.b.2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의 산점도와
직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의사소통)

F 86 problem 4.2.b.3
특정 선수의 나이와 100m 달리기
시간이 모델에 맞는지 설명하기
(의사소통)

F 89 problem 4.3.b.1

롤러코스터의 최고 높이와 최고 속도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0 problem 4.3.c.1

롤러코스터의 트랙 길이와 최고 속도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1 problem 4.3.d.1

롤러코스터의 운행 시간과 최고 속도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2 problem 4.3.e.3

나이와 롤러코스터 탑승자의 수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F 92 problem 4.3.f

극단값이 거의 없이 상관계수가
 이나 에 근접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의사소통)

F 97 Applications 2

키와 보폭의 산점도를 그리고 통해
직선을 그리고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F 98 Applications 4

비행기의 길이와 날개의 길이의 관계를
통해 산점도를 그리고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F 99 Applications 5

새의 길이와 날개의 길이의 관계를 통해
산점도를 그리고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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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08 Extensions 24

산점도를 더 잘 해석하기 위해 좌표축의
크기(scale)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설명하기
(의사소통)

[표 4-19]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과의 조직성(OT) 분석 결과

(음영 처리 되어 있는 예는 타 교과 영역)

라. 혼합 영역의 조직성(CT)

우리나라의 교과서 A, B, D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관련

주제를 가진 문제의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구하는 과제가 포함되

어 있어 혼합 영역의 조직성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C에는 혼합 영역의 조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교과서 E에서 시간에 따른 야구공의 높이를 주제로 하는 문제

는 공학적 도구 사용, 모델링의 두 가지 역량과 관련된 문제로 최적선,

상관계수를 구하는 통계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혼합 영역의

조직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7] 교과서 E의 혼합 영역의 조직성이 드러난 예

출처 : 교과서 E 383쪽

미국의 교과서 F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 과제는 혼합 영역의 조직성이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교과서 G에는 혼합 영역의 조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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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서

페이
지

항목 내용

A 232 추론, 창의 융합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1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A 233 와글와글 수학활동2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A 234 교과 역량 더하기1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물놀이 사고의 발
생 확률이 관련 있는지 말해보기
(통계, 실생활)

A 235 교과 역량 더하기2
상관관계가 있는 실생활 주제를 통해 게
임 하기
(통계, 실생활)

B 228 추론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에서 극단값 포함
여부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하기
(통계, 실생활)

B 230
컴퓨터로 하는
수학(활동)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B 233 창의융합 탐험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D 225 탐구문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72 activity1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그리고 관계를
추측해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기
(통계, 실생활)

E 373 activity2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그리고 특정 값
예측하기
(통계, 실생활)

E 377 exercises17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그리고 관계를
추측해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기
(통계, 실생활)

개념설명과 문제들을 종합하여 혼합 영역의 조직성이 나타난 총 횟수

를 세어보면 교과서 A - 5회, B - 3회, C - 0회, D - 1회, E – 15회,

F - 6회, G - 1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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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78 activity1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그리고
최적선을 구하여 예측하기
(통계, 실생활)

E 379 activity2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그리고
최적선을 구하여 예측하기
(통계, 실생활)

E 381 example2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82 exercises4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통계, 실생활)

E 382 exercises5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통계, 실생활)

E 382 exercises6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 직선, 직선 식을
구하고 예측하기
(통계, 실생활)

E 383 exercises8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83 exercises9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83 exercises10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83 exercises11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85 quiz5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주제의
최적선과 상관계수를 구하기
(통계, 실생활)

E 385 quiz6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 적합선, 적합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고 10월의 고양이
개체수 예측하기
(통계, 실생활)

F 89 problem 4.3.b.1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통계, 실생활)

F 90 problem 4.3.c.1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통계, 실생활)

F 91 problem 4.3.d.1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통계,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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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92 problem 4.3.e.3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통계, 실생활)

F 98 Applications 4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통계, 실생활)

F 99 Applications 5
실생활 주제의 산점도를 통해 직선을
그리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통계, 실생활)

[표 4-20] 혼합 영역의 조직성(CT) 분석 결과

조직성의 유형별 등장 횟수를 종합하면 [표 4-21]과 같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T 5 3 0 1 15 6 0

MT 0 0 0 0 0 0 0

OT
실생활 5 3 1 1 16 17 0

타 교과 1 0 0 1 0 0 0

CT 5 3 0 1 15 6 0

[표 4-21] 교과서의 영역별 조직성 유형 등장 횟수

조직성의 유형별 등장 비율은 [표 4-22]과 같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유형 A B C D E F G

ST 22.7 12.5 0.0 5.0 28.3 10.7 0.0

MT 0.0 0.0 0.0 0.0 0.0 0.0 0.0

OT
실생활 22.7 12.5 5.0 5.0 30.2 30.4 0.0

타 교과 4.5 0.0 0.0 5.0 0.0 0.0 0.0

CT 22.7 12.5 0.0 5.0 28.3 10.7 0.0

[표 4-22] 교과서의 영역별 조직성 유형 등장 비율(%)

우리나라의 교과서 A, B, C, D에서 나타난 조직성은 실생활 및 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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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역과의 조직성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과 비교하여 횟수도 적게 등장

하였고 비율도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활동이 보조 활동에 포함되

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온 역량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처리 등

으로 교과서에 골고루 등장하였으며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된 문제가 특

히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두 교과서 E, F에서 모델링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는데 이는 직선을 구하여 예측하는 과제들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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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와 관련된 연결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미국, 호주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상관

관계를 지도할 때 연결성이 각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

였다. 계열성, 공유성, 연계성, 조직성의 네 가지 형식적 유형과 통계 영

역, 수학 영역,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혼합 유형 등의 네 가지 내용적

유형을 결합한 총 16 가지의 연결성에 대하여 해당 사례를 모두 찾고 교

과서 내의 내용 중 상대적 등장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통계 영역의 계열성의 경우 미국과 호주는 상관계수

와 회귀직선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로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관관계만을 가르치고 관련된 내용을 더 가르치지 않고 있다.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미국은 상관계수, 최적선, 잔차 등의 개념을 추가로 교육하

고 있었다.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은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세 나라 모

두 점과 좌표, 일차함수를 교육한 뒤에 상관관계를 가르치고 있어 차이

가 없었다. 우리나라 교과서 C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직선을 중심으

로 점이 직선에 가깝게 분포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상관관계라고 정

의하였으나, 교과서 C는 직선과 상관없이 상관관계를 정의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관관계의 의미의 도입 이후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으로 이

어지는 계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선을 언급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도

입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

과의 지식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계열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의 교과서 중 가장 많이 실생활 영역과의 계열성이 관찰된 교과서는

A 교과서였으나 이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보다는 적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미국이나 호주와 비교하여 위도와 기온, GDP 등 타 교과의 개

념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상관관계를 지도할 때 공유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한 결과 통계

영역 내의 공유성은 세 나라의 교과서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수학 영

역과의 공유성은 미국의 교과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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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산점도를 통해 적합선이나 최적선의 식을 찾도록 하는 문제를 통해

상관관계와 일차함수의 학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상관관계를 지도할 때 연계성이 어떻게 나타는지 비교한 결과 연계성

은 미국과 호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의 주 활동 보다는 보조 활동에 치우쳐 있었다. 교과

서의 보조 활동의 경우 교사가 선택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

기는 어렵다.

조직성은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총 횟수는

미국의 교과서들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의사소통, 추론,

정보처리 등의 능력을 중심으로 실생활 및 타 교과의 내용과 조직된 문

제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 미국의 경우 모델링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는

데 모델링 관련 문제들의 주된 주제는 최적선을 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도

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는 모델링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

는데 이는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자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

서에 나타난 상관관계의 지도 방법 및 관련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통계 영역 내의

계열성과 수학 영역과의 계열성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방법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에 상관계수와 회귀분석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학습 부담을 심화하지 않으면서 계열성을 강화할 방법은 미국의 사례

를 참고하여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추세선을 찾

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교과서 대부분에는 공학적 도구 활용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통계 데

이터를 찾아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는 활동들을 도입할 수 있다. 통그라미 프로그램에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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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와 같이 상관계수와 추세선을 구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상관계수를

상관계수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공학적 도

구를 활용하여 구하도록 한다면 학습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상

관관계 개념 지도의 계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통그라미의 추세선 그리기 기능과 상관계수 구하기 기능

둘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연계성이 나타나는 사례는 미국과 비슷하

였으나 보조 활동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

통계 보고서 작성이나 포스터 만들기와 같은 활동은 통계 조사의 주제와

연결하여 연계성이 나타나는 좋은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

조 활동에만 제시된 내용은 수업과 평가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조 활동에서만 다루어지는 사고와 활동은 학생들에게 핵심

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어진 산

점도의 모양을 보고 상관관계의 크기를 판단하는 게 상관관계 단원의 가

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 상관관계 지도에서 다

양한 적용주제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확보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 활동에만 등장하는 복합적인 유형의 과제를 본문의 활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각 연결성 별로 두 가지 이상의 외부 영역과 연결된

혼합 영역의 연결성 유형을 따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혼합 영역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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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구체적으로 각각 영역들이 혼합되었는지 더욱 세세하게 나눠볼 수

있다. 또한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유별아(2015)는 수학 교과서를 수학적 연결성 관점에서

분석하며 외적 연결성을 맥락 연결과 타 교과 연결로 크게 분류하였다.

그리고 맥락 연결은 실생활 맥락, 수학사 맥락, 공학적 도구의 활용으로

분류하고 타 교과 연결은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과학/기술과정, 체육,

음악/미술, 영어)로 구별하였다. 이처럼 실생활 및 타 교과 영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과제를 분석한다면 교과서에 연결성의 다양한 유형을 확보하

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나타난 상관관계 지도와 관련된 연결성 유형의 각 유형별 등장 횟수와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상관관

계를 지도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해하는 맥락과 지식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연결성 구현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타 교과의 교육과정 체계와 친숙한 실생활 상식에 잘 맞는 과

제를 개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과제들이 상관관계와 관련된

통계적 소양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현장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교과서에 개발되어 있는 상관관계 관련 과제들을 일

부 개선하여 연결성이 더욱 많이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기존 교과서의 문제에 있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발문과 지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연결성이 있는 과제로 만들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소재를 유지하면서도 발문과 설명, 문제의 재구성 등

과 같은 최소한의 자원 투입을 통해 기존의 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상관관

계를 연결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교수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 자료를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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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people are exposed to variety of statistical information in

their personal, social and professional life. Statistical information in

everyday life helps individuals make decisions. In addition, citizens

sometimes need to collect and analyze statistical information and data

to solve problems. Statistical literacy is the ability to draw

conclusion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and data.

Statistical literacy is emphasized by many educators of statistics and

is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many countries.

Statistics is a distinct science from mathematics, but it tends to be

considered as a branch of mathematics. Unlike mathematics, statistical

reasoning requires reflecting the context where the problem is set

and data are collected for every aspect of statistical investigation

such as data collection, organization, analysis, judgment and

interpretation, or conclusions.

Korea's recent curriculum has also been revised to meet this



- 106 -

global standards. To meet the goal to teach statistics centered on

statistical literacy, 'scatter plot' and 'correlation' were added to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in the 2015 new curriculum. However,

these newly added conten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7th curriculum before the removal of 'scatter plot' and

'correlation' in 2009 new curriculum. Also the issues raised by the

researchers regarding the approach to teach correlation during 7th

curriculum was not resolved much in the new curriculum.

Correlation is a concept related to covariational reasoning,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scientific thinking and is used in many

fields such as mathematics, statistics, and natural and social sciences

. Considering the nature of statistics such as being a contextual

knowledge and the usage of correlation for the other sciences, it is

required to teach correlation in connection with other concepts of

statistics, mathematics, and other sciences along with real life

problems. Also, in mathematics education, the mathematical

connectivity, Connecting and integrating other concepts with

mathematics concepts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Various models have been studied in that mathematics and many

ideas have been developed to device an effective approach to

integrating different subject areas in curriculum studies.

In this study, we construct a framework to categorize the types of

connection between two areas in terms of how the connections are

formed and which areas are connected. Using this framework, we

compare the connectivity related to teaching correlation by examining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of Korea, US and Australia. Four

textbooks of Korea, two textbooks of US and one textbook of

Australia are analyzed for their items related to correlation.

The connection models related to correlation we focuse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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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d", "shared", "webbed", and "threaded" types. Also we

categorized the areas which are connected as "within statistics", "with

mathematics", "with real life or other discourse", and "mixed areas".

Together we ended up with 16 different types of connectivity related

to teaching correl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ind that the curriculum sequence of

US and Australia follows the order of scatter plot,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whereas in Korea only scatter

plot and correlation (only informal concept) are taught lacking the

sequential aspect in the connectivity related to the concept of

correlation. Also, in US and Australia, correlation is taught

sequentially by connecting the knowledge of linear function when

teaching correlation whereas the Korean textbooks lack of such

approaches. We also found lack of shared type of connectivity in

Korean textbooks compared to the textbooks of US and Australia.

For the webbed model of connectivity, Korean textbooks include

many activities to explore the concept of correlation with a theme,

but those are mostly presented as extra activities rather tan main

ones. For the threaded model of connectivity, Korean textbooks

included more items to cultivate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but still as extra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 suggest Korean curriculum

include the subjects such a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linear

regression to maintain enough sequential connectivity. Also the main

activities in the textbook should have more items with shared,

webbed and threaded connectivity rather than the extra activities.

keywords : correlation, statistics education, connection,

integrated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17-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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