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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학습 이론과 OECD에서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등, 수학 

학습과 평가에서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

다. 특히, 김남희, 나귀수, 박경미, 이경화, 정영

옥, 홍진곤(2011)은 통계 영역의 내용은 학생들

이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시키기에 적절하며, 이

를 위해 생활 속의 문제 상황을 이용하여 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통계 영역 

성취 기준으로 통계적 소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Gal(2000)은 통계적 소양을 기르는데 있어 맥락

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통계 교육에서 

맥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최근 

3년간 출제된 통계 문항들을 살펴보면, 문항들이 

유형화되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반복 

연습을 통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출제된 통

계 영역의 7문항 중에서 실생활 맥락을 사용한 

5문항은 모두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문항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교수ㆍ학습이 평가에 종속된

다고 할 만큼 평가가 학교 수업에 큰 영향을 미

치며(박경미, 김동원, 2011), 특히 수능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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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통계 문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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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강조하는 통계적 소양이 통계 교육의 목표로 주목 

받고 있다. 통계적 소양 교육을 위해서는 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우리나라 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

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PISA 평가틀(OECD, 2013)을 

이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통계 문항이 통계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지,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대학입학시험에서 통계적 소양의 평가와 측정

을 반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통계 문항과 비교 또

한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수능과 SAT 모두 다양한 유형의 맥락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수능

에 출제된 통계 문항들은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SAT에 출제된 통계 문항에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포함하여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문항들이 있다. 이 문항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통계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적합한 통계적 소양 평가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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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를 위한 필수적인 시험으로 고교 수업 내용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재학, 조승제, 박

선화, 박혜숙, 2004).

그러므로 통계 영역의 평가에서 맥락이 제한

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통계 교수학습에서 통계

적 소양보다는 문제 풀이에 대한 숙달을 지향하

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능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 수학능력시

험 SAT(이재학 외, 2004)와 수능에 출제된 맥락

을 이용한 통계 문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수능 

통계 문항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기존에 수능과 외국 대입시험 문항을 비교한 연

구들(이진호, 2009; 남진영, 정연준, 2011; 조윤동,

남진영, 고호경, 2009; 서보억, 남진영, 2010; 전

영주, 2011; 이재학 외, 2004; 남진영, 2011)에서

는 출제 요강에 제시된 시험 내용이나 문제의 

유형 등 시험의 체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지만,

맥락에 주목하여 문항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맥

락은 수학 교수학습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통계교육에서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 영

역에서 평가 문항의 맥락 이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맥락을 이용한 문항들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으로 PISA assessment and analytic framework

(OECD, 2013, 이하 PISA 평가틀)를 활용한다.

PISA 평가틀에서는 수학적 소양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수학을 형식화, 적용, 해석하는 개인의 

능력’(p.25)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 밝히고 있

는 수학과의 목표에 부합하며, 따라서 교육과정

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는 수능 분석에 

PISA 분석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PISA 평가틀은 내용 영역과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 맥락 유형 등 3개 차원을 고려하는 

반면, SAT(College board)와 수능은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 등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한다. 본 연구

에서는 내용 영역을 통계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

능과 SAT의 행동 영역은 PISA 평가틀의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7가지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과 유사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통계적 소양

기존의 통계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계 

교육의 결과 교육 받은 성인들조차 실생활에서 

통계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지적되었고, 최근 통계적 소양에 초점을 맞춘 

통계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강현영, 2012).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수

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 지식 습득과 

더불어 교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

며, 통계 영역에서는 성취기준을 “미래를 예측하

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통계적 소양(p.98)”

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하여, 통계 교육에서 통계

적 지식뿐만 아니라 통계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

술부, 2011)에서는 ‘지식 기반 사회의 민주 시민

에게 필요한 소양과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p.67)’

를 갖추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현영(2012)에 따르면 정보화 시대

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통계적 소양을 기르고 평가할 수 있는 과제와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통계

적 소양을 기르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

는 수학과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

며, 수능이 고등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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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수

능에 출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 소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강현영,

2012). 먼저, Wallman(1993)은 일상생활에서의 통

계적 결과들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적 사고가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기여하는 바를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Gal(2000)은 일반 성인들의 통계적 소양을 다양

한 매체에서 제공되는 통계 정보를 해석하고 비

판적으로 평가하며, 그러한 통계적 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Watson(1997), Watson & Callingham(2003)은 통계

적 소양이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

며, 다양한 상황에서 제시된 통계적 주장을 비판

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최고 수준의 통계적 

소양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통계적 소양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세 학자 모두 통계적 소양에서 통계적 

정보를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Gal(2000)

은 대다수의 성인들이 통계적 정보를 생산해내

기 보다는 소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식

적인 통계 지식보다 의미 만들기(sense-making)와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p.135)”해야 한다고 하였

다. 강현영(2012) 역시 제시된 자료의 적절성과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통계 교육의 목표라고 

한 바 있다. 즉, 통계적 소양의 가장 큰 특성은 

제시된 통계적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

한 문항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요구

하여야 한다.

또, Watson(2006)은 맥락에 대한 이해가 통계적

소양의 요소라고 하였으며, Watson & Callingham

(2003)은 문제의 맥락에 대한 친밀도가 답안에 

나타나는 통계적 소양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한 바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적용

된 문항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양한 맥락을 활

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Pisa 평가틀

PISA는 OECD에서 시행하는 국제 성취도 평

가로서, 주기별로 주 영역과 보조 영역을 달리하

여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소양을 평가한다.

통계적 소양

자료 수집 – 표집

표현

자료 요약

우연(chance)

추정

변이성

기본 소양 
능력들

맥 락
수학 및 통계적 

능력

과제 형식

과제 동기화

[그림 II-1] 통계적 소양의 요소 사이의 연결(Watson, 200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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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2012는 수학을 집중 평가 과목으로 선정하

여 시행되었다. PISA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학적 

소양을 정의하였다.

수학적 소양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

하고, 적용하며, 해석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이

는 수학적 추론과 수학적 개념, 과정, 사실, 도

구들을 현상을 묘사, 설명, 예측하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이 세상에서 수

학이 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근거가 충분한 판

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데, 이러한 판단

과 결정은 건설적이고 열성적이며, 반성적인 시

민에게 필요한 것이다.(OECD, 2013: 25)

PISA에서 추구하는 수학적 소양은 ‘수학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

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

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적 문제 상

황을 수리ㆍ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교육과학

기술부, 2011: 4)라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의 목표와도 부합하며, 따라서 수능 문항을 분석

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PISA의 평가틀은 크게 맥락과 내용영역, 수학

적 문제 해결 과정의 3 차원으로 구성된다(임해

미, 2013). 내용 영역은 양(quantity), 불확실성과 

자료(uncertainty and data), 변화와 관계(change

and relationships), 공간과 모양(space and shape)으

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수능과 SAT의 통

계 문항들을 분석하여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는

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본 연구

에서 내용 영역은 불확실성과 자료로 제한한다.

불확실성과 자료는 확률과 통계, 자료 표현 기법 

등을 다루는데, 변이성과 측정의 불확실성, 오류 

가능성 등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송미영, 임

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김성숙, 2013).

PISA 2003에서는 재생과 연결, 반성이라는 위

계적 능력으로 수학적 과정을 정의하였으나,

PISA 2012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하여 [그

림 II-2]와 같이 맥락이 사용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형식화하기, 적용하기, 해석 및 평가하기 

등 3개 과정으로 정의하고(임해미, 2013). 각 과

[그림 II-2] PISA 2012 수학적 소양 평가틀(OECD, 2013: 26; 송미영 외, 20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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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의사소통, 수학화, 표현, 추론과 논증, 전

략세우기, 형식 언어 사용, 수학적 도구 사용  

등 7가지 기본 수학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

였다(OECD, 2013). 수능에서는 행동 영역을 계

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4가지로 구분한다. PISA 평가틀의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은 수능의 행동 영역을 포함하므로,

PISA 평가틀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문항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 수학 능

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서 다루었다.

형식화하기 과정에서는 문제의 맥락 속에서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구조화하여 

수학적 문제로 형식화한다. 적용하기 과정에서는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개념, 사실 

등을 활용하여 수학적 해답을 도출한다. 이 수학

적 해답이 문제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적절한

지 판단하는 과정이 ‘해석 및 평가하기’이다.

특히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에서 ‘수학적 해답

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기’, ‘수학적 해답을 반

성하고 문제의 맥락에 적절한지 설명하거나 반

박하기’(OECD, 2013: 32)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

고 하였다. 즉, 제시된 통계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강조하는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 영역에서는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

을 요구하는 문항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PISA 평가틀에서는 적용하기 과정의 문항을 

50%, 형식화하기와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의 문

항을 각각 25%씩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PISA 2012의 지필 평가에 출제

된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 문항 가운데 약 

52%(11/21)가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송미영 외, 2013)

또, PISA 평가틀(OECD, 2013)은 맥락을 개인,

직업, 사회, 과학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맥락은 개인이나 가족, 지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맥락 유형으로, 쇼핑, 게임, 여행 등

이 포함된다. 직업적 맥락은 직장과 관련된 상황

들로서, 회계, 품질관리, 설계 등을 포함한다. 사

회적 맥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초점

이 지역사회, 국가 등의 공동체의 관점에 맞추어

져 있어야 하며, 사회적 맥락에는 투표나 공공 

정책, 광고, 국가 경제 등이 포함된다. 과학이나 

공학, 수학과 관련된 상황들은 과학적 맥락으로 

분류되며, 기후, 약학, 유전자 등이 다루어진다.

PISA 2012의 지필 평가에 출제된 통계 문항 가

운데 14문항(약 67%)이 사회적 맥락이 적용되었

다(송미영 외, 2013).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

락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PISA

평가틀(OECD, 2013)의 4가지 맥락 유형을 분석

에 활용하여 다양한 맥락이 활용되었는지를 확

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수능 출제 경향 분석

수능은 시험 당일 교통 통제와 같은 제반 조

치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매

우 큰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교육과정

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교육 문제의 완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편되어왔

다(전영주, 2013b).

수능의 개편 과정에서 수능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수능이 일부 내용 영역에 

치중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것과 수능의 일부 문

항들이 패턴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최경호(2002)는 1995

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확

률과 통계 영역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률통계 영역 내에서도 평균을 계산하는 것 등

의 일부 내용에 편중되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

하고, 단순한 계산을 지양하고 보다 실생활에 밀

접한 문제를 출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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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는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에 수학 나 

형에서 출제된 문항들의 내용영역과 행동영역,

실생활 문항, 그래프와 도형 문항의 경향을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원에서 특정 내용

에 편중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것, 일부 문항이 

패턴화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남진영

(2011)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의 개편을 안내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완성형 문항, 외적 문항,

도형 문항, 합답형 문항 등 4가지 유형이 패턴화

되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항을 

개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고지은(2015)은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출제된 수능 문

항의 인지영역과 내용영역을 각각 TIMSS와 

CCSSM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세

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고 하였으며,

TIMSS와 CCSSM의 틀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순학

(2016)은 2014학년도 수능부터 2016학년도 수능

에 출제된 기하와 벡터 영역 문항들을 분석하여 

이차곡선의 정의와 접선,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

정식의 출제가 잦았고, 평면의 방정식이 최근 2

년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내용의 편중과 

문항의 패턴화가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서

답형 문항의 출제(조윤동, 남진영, 고호경, 2009),

선택형과 단답형의 답지 형식을 조절할 것(서보

억, 남진영, 2010) 내용 영역의 확대(이재학 외,

2004)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수능과 SAT에 출제된 통계 문항을 

통계적 소양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를 바

탕으로 수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

표로 한다. PISA 평가틀(OECD, 2013)을 활용하

여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문항에 적용된 맥락의 유형을 분석하고, 수능과 

SAT에서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맥락 유형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1. 분석 대상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2014학년

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최근 치러진 3회

의 수능은 이 개편안에 따라 시행되었다. 2014학

년도 수능부터 세트형 문항이 출제되는 등 일부 

출제 체제의 변화가 있었으며(전영주, 2013a), 본 

연구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수능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SAT는 수능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에 큰 영향

을 미쳤으며(이재학 외, 2004), 모든 문항이 선택

형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수능에 적

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016년 3월부터 개정 SAT가 시행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ollege Board에서 홈페이지에

서 공개하고 있는 4회 분량의 practice test를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출제되는 수능 통계 문항이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SAT

에 출제된 통계 문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항에서 표본 조

사와 관련된 용어가 사용되거나 통계 조사 상황

이 제시된 경우만을 통계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그 이외에 확률 변수를 활용하는 문항 등은 확

률 또는 경우의 수 문제로 판단하고,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통계적 소양의 평가에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Watson, 1997; Wallman, 1993;

Gal, 2000), 맥락이 적용된 문항만을 분석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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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최근 3개년 수능에 통계 문항은 7개 

출제되었으며, 그 가운데 맥락이 적용된 문항은 

14학년도 A형(홀수) 12번, 14학년도 B형(홀수)

26번, 15학년도 A형(홀수) 12번, 15학년도 B형

(홀수) 11번, 16학년도 A형(짝수) 12번 등 5개였다.

4회 분량의 SAT practice test에서는 통계 문항 

23개였으며, 모두 맥락이 적용되어 출제되었다.

2. 분석 방법

수능과 SAT에 출제된 통계 문항들을 비교하

기 위해 PISA 평가틀(OECD, 2013)을 활용하였

다. 각 문항의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맥락 유

형을 분석하였다.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 가운데 형식화하기 과

정은 실세계 문제를 수학적 문제로 변형하는 단

계로, 변형 과정이 적절한 지 판단하는 것을 포

함한다. 주어진 문제 상황 속에서 규칙성, 관계,

패턴 등의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는 활동을 요구

하며 적용하기 과정은 수학적 연산과 조작, 개

념, 지식을 활용하여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등의 활동

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해석 및 평가하기 과

정은 수학적 해답을 다시 문제의 맥락에 대입하

는 능력과, 구해진 결과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한다.(OECD, 2013; 송미영 외, 201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문항에서 수학적 구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

며, 문제 해결을 위해 수학적 문제로 변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식화하기 과정으로 분석

한다.

∙문제 상황과 수학적 구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제시된 수학적 구조가 주어진 문제 상

황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항의 경우 형식화

하기 과정으로 분석한다.

∙수학적 해답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

하기 과정으로 분석한다.

∙문제 상황 속에서 수학적 해답의 의미를 확

인하는 문항은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으로 

분석한다.

∙수학적 해답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한계를 

확인하는 문항은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으로 

분석한다.

문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하는 모

든 과정을 기록하였다.

맥락은 문제가 배경으로 하는 세계로서, PISA

평가틀(OECD, 2013)에서는 맥락을 4가지 유형으

로 나누었다. 학생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의 활

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 개인적 맥락으로,

지역사회나 국가 등 공동체의 관점에서 표현된 

경우 사회적 맥락으로 분석하였다. 직장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상황은 직업적 맥락으로 분

석하였으며, 기후나 의학, 측정 등 과학, 기술,

공학과 관련된 주제는 과학적 맥락으로 분석하

였다.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명의 연구자가 

각각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의 분석 결과 3명의 분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며, 약 86%(24/28)의 분석 결

과가 일치하였다. 표와 그래프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들에서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 표와 그래프 자체를 수학적 해답으로 이해

하고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으로 분석하여야 한

다는 의견과, 표와 그래프는 문제 상황에 대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형식화하기 과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문항들은 협의 과정을 거

쳐 합의하였다. 맥락에 대한 분석에서는 총 5문

항(약 18%)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분석 결

과가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전 세계 PMP 판매

량의 그래프만 제시되는 등, 맥락이 지나치게 단

편적으로 제시된 경우였으며, 문항에 따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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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합의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

수능과 SAT의 맥락이 적용된 통계 문항을 분

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수능 문항은 5개 

모두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 문항은 비교적 고르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

났다.

수능 SAT

형식화하기 0 4

적용하기 5 16

해석 및 평가하기 0 10

<표 IV-1>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 분석 결과 

형식화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은 SAT에만 

4개 문항(17%)이 출제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SAT

practice test3의 4.calculator 8번 문항이 그 예이다.

Central High School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급 평균 학생 수는 2000년 이후 지난 연도 

수  , 학급 평균 학생 수 에 대해 방정식 

    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방정식

에서 계수 의 의미를 가장 잘 기술한 것은?

A) 2000년에 학교 전체 학생 수

B) 2000년에 학급 평균 학생 수

C) 연도별로 추정한 학급 평균 학생 수 증가

D) 2000년과 2010년에 추정한 학급 평균 학생  

수의 차이

이 문항은 매년 학급 평균 학생 수에 대한 통

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표현한 최적선의 방정

식에서 계수의 의미를 묻고 있다. 최적선의 방정

식은 문제 맥락 속에서 발견된 수학적 구조 즉,

매년 학급 평균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일차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 특정한 해의 학급 평균 학

생 수를 계산하게 한다면 수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적용하기라는 수학적 과정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차함수의 계수의 의미를 

질문함으로써, 최적선이 수학적 해답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내재된 수학적 구조이며 형식화하

기 과정에서의 ‘제시된 표현에 대해 설명’하는 

수학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위 문항처럼 SAT에는 모델링을 활용하는 문

항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대부분 통계 자료를 최

적선으로 모델링하고, 최적선을 바탕으로 근삿값 

계산하거나, 실제 값과의 오차를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은 수능에 5문항

(100%), SAT에 16문항(70%)이 출제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2016학년도 수능 B형(짝수) 12번 문항은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1봉지의 무게는 평균

이 , 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중 임의로 선택한 과자 1

봉지의 무게가  이상이

고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 표

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이 문항은 모집단과 분포가 정규분포이고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규분

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즉, 문제 상황에 내재된 수학적 구조

가 제시되어있다.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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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평균의 분포를 구하고, 확률변수인 표본평균

을 표준화한 후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계

산한 확률값을 묻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해답을 

구하는 것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가능하다.

다음의 SAT practice test 4의 4.calculator 4번 

문항도 ‘적용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수능과 달리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요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ick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가을 축제를 

10월에 할지 아니면 11월에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1학년 학생들 중 임의로 택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한 90명의 학

생들 중에서, 25.6%가 10월을 선호하였다. 이 

정보에 기반 할 때, 전교생 225명 중에서 몇 명

이 가을 축제가 10월에 열리는 것을 선호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

이 문항은 모집단의 10월 축제를 선호하는 사

람의 수를 예상하기 위해,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

와 표본의 선호도(비율)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문

항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이용하여 표본의 선호도를 모집단의 선호

도로 한 후 전교생 225명의 25.6%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해답은 수학적 결과인57.6(=90*0.256)

이 아닌 58명으로,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

로 요구한다.

해석 및 평가하기로 분석된 문항은 SAT에만 

10문항(43%) 출제되었다. SAT practice test 2의 

4.calculator 13번 문항은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

으로 분석된 예이다.

한 연구자가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 경기를 TV

로 시청하는 것과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것 가

운데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자는 토요일에 지역 음식점에 방문

한 117명에게 물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응답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선호

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방법에 대한 결론의 

신뢰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 표본의 크기

나) 모집단의 크기

다) 응답을 거부한 사람의 수   

라) 설문이 이루어진 장소

이 문항은 한 연구자가 통계 조사로부터 내린 

결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해석하여 통계 조사

방법이 적절한 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수치

로 제시된 것이나 통계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으로 결론을 검증 없이 수

용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고, 통계 조사 방법의 

한계점, 즉 수학적 해답을 얻기 위한 방법의 적

절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특히 이 문항은 통계 조사에서 표집 방법에 

따라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즉, 표본 대표성(sample

representativeness)과 표집 변이성((sampling variability)

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표본 조사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구나

영, 탁병주, 강현영, 이경화, 2015), 표집 변이성

은 통계적 소양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Watson,

2006). 즉, 이 문항은 통계 조사 결과를 비판적으

로 이해하는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고 있으며, 통

계적 소양의 요소 가운데 변이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SAT practice test3의 4.calculus 15번 문

항도 해석 및 평가하기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치료X 가 시력 개선에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가 실행되었다. 저시력을 가진 사

람들로 이루어진 큰 모집단으로부터, 300명의 

참여자가 임의로 선택되었다. 참여자의 절반이 

치료X 를 받기 위해 임의로 정해졌고, 다른 절

반은 치료X 를 받지 않았다. 데이터는 치료X 를 

받은 참여자가 치료X 를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시력이 개선되었

다고 보여주었다. 연구의 계획과 결과에 근거하



- 536 -

여, 적절한 결론은 어느 것인가?

A) 치료X 는 저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시력을 

개선할 것 같다(is likely to).

B) 치료X 는 모든 다른 이용 가능한 치료들보

다 시력을 더 잘 개선한다.

C) 치료X 는 치료를 받은 사람 누구라도(anyone)

시력을 개선할 것이다.

D) 치료X 는 시력의 상당한 개선을 불러올 수

(cause) 있을 것이다.

앞서 SAT practice test 2의 4.calculator 13번 문항

과 달리 SAT practice test 3의 4.calculator 15번 문

항에서는 통계 조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었

다. 하지만 선택지 B와 C에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주장을 포함하여 결과 해석의 적절성

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SAT practice test 2의 

4.calculator 13번 문항은 적절한 조사 방법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 SAT practice test 3의 4.calculator

15번 문항은 조사 결과로부터 적절한 주장을 추론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맥락 유형

수능과 SAT에 출제된 각 문항의 맥락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수능과 SAT

모두 다양한 유형의 맥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개인적 맥락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SAT

개인적 맥락 0 1

직업적 맥락 2 5

사회적 맥락 2 12

과학적 맥락 1 9

<표 IV-2> 맥락 유형 분석 결과

개인적 맥락으로 분류된 문항은 SAT practice

test3의 4.calculator 20번 문항이 유일했다.

Michael은 18일 동안 매일 2,000yards를 수영했

다. 위의 산점도는 매일 수영한 시간에 대해 수

영을 한 이후 심장박동 수를 보여준다. 34분 동

안 수영한 것에 대해, Michael의 실제 심장박동 

수는 모델링 직선에 의해 예견된 비율보다 분

당 심장박동수가 약 얼마나 더 낮은가?

수영 시간(분) 대 심장 박동 수 

A) 1 B) 2 C) 3 D) 4

이 문항은 Michael의 수영이라는 활동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맥락으로 분류

하였다. 직업적 맥락으로 분류된 문항들은 다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SAT practice test3의 

4.calculator 37번 문항을 살펴보자.

고객이 분당 평균 명 가게에 입장하고, 평균 

T분 동안 머문다면, 어느 시간에, 가게에 있는 

고객의 평균수는, 식   T로 구한다. 이 관

계식은 Little’s law로 알려져 있다.

Good Deals Store의 사장은 영업시간동안, 평균 

3명의 고객이 가게에 들어와 그들 각각이 평균 

15분을 머무른다고 추정한다. 이 가게 사장은 

Little’s law를 사용하여 어느 시간에 가게에 45

명의 고객이 있다고 추정한다.

Little’s law는 가게의 어떠한 장소, 예를 들어 특별

한 부서 또는 계산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게 사

장은 영업시간동안, 시간당 대략 84명의 고객이 상

품을 구입하고 그들 각각이 계산대에서 평균 5분

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다. 영업시간의 어느 시간

에, Good Deals Store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위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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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에서 기다리는 평균 고객 수는 약 얼마인가?

직업적 맥락은 직장과 관련된 상황들로서, 건

설, 회계, 설계와 직장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 상

황 등을 포함한다(OECD, 2013). 위 문항은 Good

Deals Store 주인이 가게의 현황을 파악하는 상황

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맥락으로 분류된 문항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학년도 수능 B형(홀수)

26번 문항이 있다.

어느 도시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도시의 주

민 중 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50%

가 이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

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도시 주민 

전체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이

다.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   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맥락으로 분석된 예는 

SAT Practice test4의 4.Calculator 23번 문항으로,

두 도시의 기온을 측정한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

이는 날씨, 기후와 관련된 맥락이 적용된 것으

로, 과학적 맥락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는 3월 같은 날의 도시 A와 도시 B

의 높은 온도의 분포를 화씨온도로 나타낸 것

이다.

온도(°F) 빈도

80 3

79 14

78 2

77 1

76 1

도시 A

   

온도(°F) 빈도

80 6

79 3

78 2

77 4

76 6

도시 B

다음 중 이 21일 간의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옳은 것은?

A) 도시 A 온도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B) 도시 B 온도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C) 도시 A 온도의 표준편차는 도시 B의 것과 

같다.

D) 이 도시들의 온도의 표준편차는 주어진 자

료로는 계산할 수 없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능과 SAT에 출제된 맥락이 

사용된 통계 문항들을 PISA 평가틀(OECD, 2013)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능은 모두 개인적 맥

락을 제외한 세 유형의 맥락이 골고루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SAT에서는 사회적 맥락과 

과학적 맥락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PISA

2012의 지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송미영 

외, 2013). 이는 통계가 주로 사회생활이나 경제

생활에 활용된다는 점(최경호, 2002)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수능에 출제된 맥락을 사용한 통계문항은 5개 

문항은 적용하기 과정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Watson(2006)은 수학적/통계적 능력 역

시 통계적 소양의 요소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수

학적 절차를 통해 수학적 해답을 구하는 적용하

기 문항이 출제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통계적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이 필요하며,

적용학 하기 과정의 문항을 이용하여 비판적 이

해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하기 과정은 통계 정보의 소

비자 역할보다 생산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즉, 통계 정보의 소비자로서의 역

할과, 통계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한 통계적 소양(Watson, 1997; Gal, 2000)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능에 출제된 문항들은 모두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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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와 표준정규분포 표의 활용하는 풀이 

패턴이 나타났다. 패턴화된 통계 문항의 출제는 

통계 교육에서 표본 대표성과 표집 변이성 등 

통계에서 핵심적인 개념(구나영 외, 2015)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고, 절차에 대한 숙달을 추구하

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PISA 2012의 본 

검사 보고서(송미영,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4가지 내용 영역 가운데 불확실성과 

자료 영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으며(53.05%),

다른 OECD 국가의 학생들과 달리 형식화하기보

다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통계 영역을 어려워하며,

특히 비판적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

해된다. 통계 교육에서 통계적 소양을 더욱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능 등 평가가 학

교 수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경

미, 김동원, 2011; 이재학 외, 2004) 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해 수능에서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필

요가 있다.

일부 문항의 패턴화와 일부 내용 영역에 편중

된 출제는 많은 연구들(최경호, 2002; 박선제,

2007; 남진영, 2011; 고지은, 2015)에서도 지적되

어 온 문제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서답형

을 출제하는 것과 같이 문항의 형식과 출제 체

제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유형 개발을 통해 문

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조윤동, 남진영, 고호

경, 2009; 서보억, 남진영, 2010; 이재학 외,

2004). 하지만 문항 형식의 변화가 정규분포의 

표준화와 표준정규분포 표를 활용하는 풀이 패

턴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한편, SAT에는 통계적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

하거나, 통계 조사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 등,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이를 포함하

여 통계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

들이 출제되었다. 이 문항들을 참고하여, 우리나

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고려하여 해

석 및 평가하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을 개발하

고 수능에 출제할 필요가 있다. 해석 및 평가하

기 문항은 통계 정보의 소비자 입장을 강조하며,

통계 조사 결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즉 

통계적 소양(Gal, 2000; Watson, 1997; Watson &

Callingham, 2003)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해석 

및 평가하기 문항의 출제는 반복 숙달에 의한 

문제 풀이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기존의 수능 문항들은 수학적 구조가 매우 

직접적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수학적 해답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맥락이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문제 풀이 방법이 패턴화되었

다. 반면, 해석 및 평가하기 과정에서는 맥락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맥락의 

문항들이 출제된다면 풀이 과정이 패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 살펴본 

SAT 문항에서 통계 조사 방법의 한계점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표본 대표성과 표집 변이성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석 및 평가하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

라서차에 대한 숙달보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석 및 평가하

기 문항은 통계적 소양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 숙달에 의한 문제 풀이를 어렵게 

하고, 표본 대표성과 표집 변이성 등 통계의 핵

심적인 개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통계적 소양 교육을 명시적으로 표

방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2009 개정 교

육과정과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중 맥락을 사용

한 통계 문항을 분석대상으로 택하였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총 5개 문항이었고, 그 

외의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항과 비슷

하거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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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제한점이 따른다. 향후 개정된 교육과정

을 반영하여 통계적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이 더 

개발된다면 다시 국외의 평가문항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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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thematics curriculum that was revised

in 2009, statistical literacy is explicitly addressed

as a goal and specific objectives are included.

However, statistical literacy has not been addressed

in the studies on KSAT. This study aimed to draw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KSAT in a sense

that statistical literacy could be evaluated instead of

testing typical facts or skills by comparing KSAT

with SAT. We used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ategory of context of PISA framework

(OECD, 2013) to administer the comparison of

KSAT and SAT. Result shows that both KSAT and

SAT use various context, but items in KSAT is

limited in assessing critical understanding. We

suggested several ways to develop context-based

items for KSAT in which statistical literacy could be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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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수학적으로 

형식화하기

수학적 개념, 사실, 과정,

추론 이용하기

수학적 결과를 해석, 적용,

평가하기

의사소통

(communicating)

읽고 이해하여 상황에 

대한 내적 모델 형성하

기

중간 결과 요약하기, 해답

과 풀이 설명하기

문제의 맥락 속에서 설명과 

논증하기

수학화

(mathematising)

수학적 변수와 구조 파

악하고, 사용할 수 있

도록 가정하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풀이하기

이용한 수학적 모델의 결과

로 나타나는 수학적 해답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기.

표현

(representation)

실세계 정보에 대한 수

학적 표현 만들기

문제와 상호작용할 때, 다

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관

련짓고, 사용하기

다양한 형식의 수학적 해답

을 맥락에 비추어 해석하기.

둘 이상의 표현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추론과 논증

(reasoning and

argument)

고안된 혹은 밝혀진 표

현에 대해 설명하고 정

당화하기

수학적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해답을 찾기 위해 주어진 

정보를 연결하기. 일반화

하기. 다단계 논증 만들기

수학적 해답을 반성하고, 맥

락 문제에 적절한지 설명하

거나 반박하기

전략 세우기

(devising strategies

for solving

problems)

맥락화된 문제를 수학

적으로 재구성하기 위

한 전략을 선택하거나 

세우기

해답을 얻기 위한 여러 단

계의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수학적 해답을 맥락에 맞게 

해석, 평가,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

형식 언어 사용

(using symbolic,

formal and

technical language

and operations)

적절한 변수, 상징, 도

식을 사용하여, 실세계 

문제를 상징적/형식언

어로 표현하기

정의, 규칙, 형식 체계에 

기반을 둔 형식적 구성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알고리즘 이용하기

문제의 맥락과 수학적 해답

의 표현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하기. 수학적 해답을 맥락에 

비추어 해석할 때 이러한 이

해를 이용하기.

수학적 도구1)

사용 (using

mathematical tool)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

거나 수학적 관계를 묘

사하기 위해 수학적 도

구 사용하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해답을 얻기 위한 과정과 

절차의 수행을 돕기.

문제의 맥락에서 해답의 합

리성과 한계, 제한점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수학적 도

구 사용하기

[부록]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의 관계(OECD, 2013: 32)

1) PISA 평가틀에서 수학적 도구란 측정 기구와 같은 물리적 도구와 계산기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수학적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들을 말한다.(OECD,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