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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관점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기하 영역에 제시된 과제 분석

정혜윤1)․정진호2)․이경화3)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하 영역 교과서 과제에 제시된 실생활 맥락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관점
에서 분석함으로써 두 나라 학생에게 주어진 수학적 모델링 학습기회의 다양성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나라 교과서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과정, 데이터, 표현종류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모델링 과정과 관련하여, 한국 교과서의
경우 미국 교과서보다 수학적 모델링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과제를 제공한다. 둘째,
데이터의 특징과 관련하여, 두 나라 교과서 모두 적정 데이터 과제 비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의 경우
교과서별 데이터 특징의 격차가 크다. 셋째, 표현종류와 관련하여, 두 나라 교과서 모두 글과 그림 과
제 비율이 가장 높다. 한국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보다 교과서에 따른 표현종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으며, 일부 교과서의 경우 글과 그림을 제외한 다른 표현이 제시되지 않았다. 넷째, 세 가지 특징을 통
합하여 과제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측면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기보다 적정 데이터를 글과 그림으로
제시한 뒤 수학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을 둔 과제가 주로 제시되었다. 한국 교과서와 달리 미국 교과서
에만 제시된 과제로, 과잉 데이터가 글로 제시되어 수학화를 요구하는 과제가 확인되었다.

주요용어 : 과제, 수학적 모델링 과정, 데이터 특징, 표현종류

Ⅰ. 서론

수학적 모델링이란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여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시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English, 2006). 그동안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이경화,
2016; English & Sriraman, 2010; Gravemeijer & Stephan, 2002)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수학 학습에
효과적임을 밝혀 왔다. 구체적으로, 여러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 실세계 상
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실생활 문제해결 역량의 향상, 수학적 창의력 향상, 추론능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민경, 2010; 정혜윤, 이경화, 2019; Blomhøj
& Kjeldsen, 2013; Lesh & English, 2010; Palsdottir & Sriraman, 2017).
수학적 모델링의 이와 같은 중요성은 수학적 모델링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

졌다(Niss, Blum, & Galbraith, 2007).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맞춰 미국,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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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하기에 이르렀다(김선
희, 박경미, 이환철, 2015; Ludwig & Xu, 2010; Palsdottir & Sriraman, 2017). 예컨대, 미국의 경우 수
학적 실천 및 고등학교 내용 영역에 수학적 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다(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CCSSI], 2010). 또한, 핀란드와 싱가포르(김선희 외, 2015)의 경우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요
소로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교육부, 2015)에 문제 해결 역량의 하위요소로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수학적 모델링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이전과 달리 학교 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

한 학습 기회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millard & Heck, 2014; Senk,
Beckmann, & Thompson, 1997). 더불어, 이는 그동안 수학적 모델링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되어 온 연
구의 폭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의 측면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많
은 학생이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알려진바(Galbraith & Stillman, 2006), 주된 학습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 과제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소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수준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교과서 과제는 수학 학습을 위
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적 이해의 향상과 같은 학습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과제 분
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의 기회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수학적 모델링
이 교육과정의 수학적 실천4)과 내용 영역에 동시에 제시된 미국(CCSSI, 2010)의 교과서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교수학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향후 우리나라 교과서 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
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나라별 교과서 과제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과
제의 장점과 단점을 드러나게 해 주는바(정혜윤, 이경화, 2016; Son, 2012), 수학적 모델링 교육이 강
조된 미국 수학 교과서(CCSSI, 2010)와의 비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제 분석을 위한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하 영역의 교과서 과제를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기하에서 다루는 공간과 도형에 대한 경험은 일상에서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2009)에서는 학생들이 기하를 실생활 상황의 문제에 적용할 기
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기하 영역에서 실생활 맥락에 바탕을 둔 수학적 모델
링(유홍규, 윤종국, 2017; 이종희, 이아름, 2012; Zbiek & Conner, 2006)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들 논의에서 기하와 수학 외적 맥락의 연결과 수학적 모델링 학습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동안 기하 영역의 수학적 모델링 학습에 대한 논의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교과서 과제 중 수학
외적 맥락을 활용한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학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로부터 기하 영역에서의 수
학적 모델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과서 과제의 수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4) 미국 교육과정의 수학적 실천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해당한다.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기하 영역에 제시된 과제 분석

181

Ⅱ. 선행연구 분석

1. 수학 교과서의 과제와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

수학 교과서는 수업의 주된 교재로서 학생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
는 그 수준과 유형에 따라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Simon & Tzur, 2004; Stein
et al., 1996). 예컨대, Stein et al(1996)이 제시한 높은 수준의 과제는 낮은 수준의 과제에 비해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종류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정혜윤, 이경화, 2016), Thompson, Senk,
& Johnson(2012)이 제시한 추측 조사하기 유형 과제는 그 수준의 높고 낮음과는 별개로 명시된 추측
이나 주장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과제 분석연구는 제시된 과제가 초래할 활동의 수준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며, 더 나
아가 학습자들의 활동 수준과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이지현, 2012; Stein et
al., 1996). 같은 맥락에서, 수학적 모델링 과제 분석연구는 제시된 과제가 초래하는 수학적 모델링 활
동의 단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의 수학적 모델링 활동 경험의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박선영, 한선영, 2018).
여러 연구(권지현, 김구연, 2013; 정혜윤, 이경화, 2016; Son, 2012)에서 국내 교과서 과제를 분석했

지만, 수학적 모델링 과제 분석연구는 최근 몇몇 연구자(김민경, 2010; 박선영, 한선영, 2018; 정승요,
박만구, 2016)에 의해 수행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먼저, 김민경(2010)은 미국의 Mathematics in
Context [MiC] 교과서와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수학적 모델링 적용 사례 측면에서 검토
하였다. 영역별로 대표적인 수학적 모델링 과제를 선별한 뒤, 해당 과제를 실세계 맥락의 상황 제시,
모델의 형성과 적용, 수학적 사고 및 의사소통 기회 제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MiC 교과서
에 비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실세계 맥락의 상황 제시 측면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
고, 모델 형성 및 적용과 풍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과제
를 중심으로 분석한 김민경(2010)과 달리, 정승요, 박만구(2016)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모든 과제를 실
세계 맥락의 상황, 모델의 형성과 적용, 의사소통 기회 제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세계 맥
락은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모델의 형성과 적용, 의사소통 기회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
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박선영, 한선영(2018)은 중학교 학년별 실생활 관련 과제의 수학적 모델링 단
계를 빈도 분석하고, 대부분의 실생활 관련 과제가 수학적 결과 도출 및 해석하기 단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과제가

제공하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의 가능성과 기회가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내용 영
역, 특히, 기하 영역에서 수학 교과서의 과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수학적 모델링 학습을 촉진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는 기하 영역의 수학 교과서 과제가 수학 내적 맥락을 활용하
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면이 있으며, 추론과 증명 지도와 관련된 논의가 기하 영역 연구의
핵심이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수학 외적 맥락에서 기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여 분석하는 기하 관련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하 영역에서 수
학 외적 맥락을 활용하여 수학적 모델링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 현재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한 수학 외적 맥락에서의 기하 과제를 수
학적 모델링 관점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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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 따른 수학 교과서 과제 분석의 기준

수학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 따라 분석하는 기준과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
로 다음 세 가지 초점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첫째, 과제가 수학적 모델링 과정 전체 또는 일
부를 얼마나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과 역량의 문
제로 수학적 모델링 과정 전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 과제를 초 중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찾
아보기는 어렵다. 이에 선행연구자들은 수학적 모델링 과정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적절하게 고려되는
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 데 주목하였다(Gould, 2016; Maaß, 2010). 둘째, 과제에서 제시
하는 수학적 모델링 맥락의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 맥락의 적절성은 주로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며 이는 과제에 포함된 데이터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박선영,
한선영, 2018; 장혜원, 최혜령, 강윤지, 김은혜, 2019). 수학적 모델링은 인위적으로 가공한 데이터가 아
니라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적 추론 활동이므로, 과
잉 정보와 결핍 정보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제가 제공하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를 분석할 수 있
다. 셋째,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를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제가 비형식적 표현과 비형식적 추론에 의한 수학적 모델링 기회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분석
할 수 있다. 과제에서 수학적 모델링 맥락을 제시함에 있어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형식적 표현과 형식적 추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수학적 모델링 역량을 점진적
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오영열, 박주경, 2019; Maaß,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하 영역
의 과제가 제공하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의 기회를,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과제가 제시하는 맥락에 포함된 데이터의 적정성 여부, 비형식적 표현 기회의 제공 여부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의 의미, 수학적 모델링 과제에 포
함되는 데이터의 종류, 수학적 모델링 맥락에서의 표현의 종류를 살펴본다.

1) 수학적 모델링 과정

수학적 모델링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여러 연구자(Blum & Leiß, 2007;
English, 2006; Kaiser, 2017)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수학적 모델링이 상황에 대한 해석
에서 출발하여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시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의 반복
적인 수행이라는 것이다. 수학적 모델링의 세부 과정 역시 연구자마다 다양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지
만, 여러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과정은 Blum & Leiß(2007)가 제시한 상황이해(understanding the
situation: US), 현실모델 수립(setting up the real model: RM), 수학화(mathematizing: MM), 수학 결
과 얻기(working with mathematics: WM), 해석하기(interpreting: IT), 검증하기(validating: VL), 보고
하기(presenting)의 일곱 단계이다. 각 단계의 의미에 맞추어, 실생활 과제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상황이해는 수학적 모델링의 첫 단계로, 학생이 과제의 목표를 파악하고 파악한 목표를 바탕

으로 주어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이다(Blum & Leiß, 2007). 복잡하고 정제되지 않은 실세계 상황을
제공한 뒤,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주어
진 상황 전반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는 상황이해(US) 과제로 볼 수 있다(Maaß, 2010). 수학적
모델링 수행을 위해 제시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모델 수립은 두 번째 단계로, 실세계 상황을 수학모델로 변환하기 적합한 ‘현실모델’로 변

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일종의 정제과정이다(Blum & Leiß, 2007).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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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의식적으로 상황을 구조화하고 수학모델을 수립하기 알맞은 상황으로 이상화(idealizing)할 것
을 요구하는 과제는 현실모델 수립(RM) 과제로 분류한다(Maaß, 2010). 즉, 현실모델 수립 과제는 수
학모델 수립에 적합한 이상적인 상황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행동과 선택이 무엇인지, 그 선택에 따라
변경하거나 추가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묻는 과제이다.
셋째, 수학화는 수학적 모델링의 세 번째 단계이다. 수학화를 하기 전, 실세계 상황은 자료수집과

가정하기, 단순화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수학모델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이 마련된 이상적인
상태인 ‘현실모델’로 변모하게 되는데(Blum & Leiß, 2007), 수학화는 이러한 요소들과 그들 사이의 관
계를 수학적 표현과 수학 개념을 이용하여 기술하는 단계이다(Niss et al., 2007). 이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 중 학생 활동의 무대가 현실의 세계에서 수학의 세계로 이행되는 최초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Borromeo Ferri, 2017). 이에 따라, 수학화에 적합하게 가공된 상황인 ‘현실모델’로부터 수학모델을 수
립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 즉,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는 수
학화(MM) 과제로 분류한다(Maaß, 2010). 정제된 상황에서 수학모델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는 일반
적인 문장제는 수학화 과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Pollak, 1997).
넷째, 수학 결과 얻기는 네 번째 단계로, 학생이 알고 있는 수학지식을 동원하여 수학 문제를 해결

하는 단계이다(Blum & Leiß, 2007). 수학 세계에서의 활동으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의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이며, 추후 실세계 상황에 비추어 의미를 해석할 수학적 대상을 얻어내는 과정이다(Maaß,
2010). 수학모델로부터 수학적 결론을 구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는 수학 결과 얻기(WM) 과제로 분류
한다(Maaß, 2010). 수학 결과 얻기 과제는 현실과 관계없는 수학 내적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 수록된 일반적인 과제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해석하기 단계로, 수학 개념이나 수학적인 표현을 실세계 상황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수학

적 모델링 과정에서 수학 세계의 수학 내적 활동이 다시 현실 세계로 이행되는 단계이다(Blum &
Leiß, 2007). 수학 결과가 실생활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는 해석하기(IT) 과제로 분류한
다(Maaß, 2010). 수학 결과는 같지만, 결과가 갖는 의미가 각기 다른 맥락을 제공하고 해석하기를 요
구하기도 한다(Verschaffel, De Corte, Lasure, Van Vaerenbergh, Bogaerts, & Ratinckx, 1999).
여섯째, 검증하기는 수학적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되돌아보며 반성한 뒤

끝낼지 다시 수행할지 결정짓는 단계이다(Blum & Leiß, 2007). 이에 따라, 수학모델과 수학 결과 및
그 해석이 타당한지 판단하거나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평가하는 과제는 검증하기(VL) 과제로 분류한
다(Maaß, 2010). 검증하기 과제는 수학적 모델링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평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서술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Maaß, 2010).
마지막으로, 보고하기 단계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완료 후, 수행한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단계이

다(Niss et al., 2007). 이러한 보고하기(PR) 과제는 수학적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요구하는 과제로 볼
수 있는바, Maaß(2010)는 이를 수학적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요구하는 전체 과정(whole process:
WP)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역시 보고하기 과제를 전체 과정 과제로 분류한다.

2) 데이터의 특징에 따른 과제 분류

수학적 모델링 과제의 특징으로서 현실성은 학생들이 ‘실제’ 상황과 관련하여 지식을 활용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Palm, 2008). 선행 연구(Greer, 1997; Verschaffel et al., 1999)는 과제에 제시된 데
이터의 특징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Palm(2008), Maaß(2010)는 과제에 주어진 데이터와 현실 맥락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주목하여, 수학적 모델링 과제를 적정 데이터(matching task: MA) 과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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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missing task: MS) 과제, 과잉 데이터(superfluous task: SF) 과제, 과잉-누락 데이터
(superfluous and missing task: SM) 과제로 분류하였다.
먼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되는 경우 적정 데이터(MA)라 한다(Maaß, 2010).

주어진 데이터가 문제해결에 바로 이용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도 이를 수학적으로 조작, 가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외의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적정 데이터
과제로, 일반적인 교과서에 제시된 연습문제 등의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 중 일부만 포함하는 데이터를 누락 데이터(MS)라 한다(Maaß, 2010). 과제 해결을 위해 학생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특정 변수의 값을 가정하는 경우 누락 데이터 과제로 분류한다. 셋째, 과
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잉 데이터 과제(SF)로 분류한다
(Maaß, 2010). 과잉 데이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문제 상황을 이해한 뒤, 주어진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야 한다. 넷째,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는 누락되고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과잉-누락 데이터 과제(SM)로 분류한다(Maaß, 2010). 과잉-누락 데이터 과제의 경우,
학생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야 함은 물론 부족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 이
러한 상황은 가공되지 않은 실제 상황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분석할 때 자주 나타난다.

3) 표현 종류에 따른 과제 분류

Franke(2003)에 따르면, 수학적 모델링 과제에 제시된 표현은 과제의 수준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Maaß, 2010, 재인용).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모두 제시된 과제는 과제의 수준을 낮추어 성취
도가 낮은 학생들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오영열, 박주경, 2019). 이와 관련하여,
Maaß(2010)는 과제에서 문제 상황의 설명 혹은 데이터의 제공 시, 어떤 종류의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수학적 모델링 과제를 글(text; T), 그림(picture; P), 글과 그림(text and picture; TP) 과제로 분
류한 바 있다.
먼저, 과제를 글로만 소개하는 과제는 글(T) 과제로 분류한다(Maaß, 2010). 둘째, 과제 수행에 필요

한 데이터가 모두 그림으로 제공되는 과제는 그림(P) 과제로 분류한다(Maaß, 2010). ‘다음 그림을 보
고 물음에 답하시오.’ 등 주어진 상황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수행을 안내하는
경우, 글을 단순한 지시문의 역할로 판단하여 그림 과제로 분류한다. 셋째, 글과 그림을 모두 사용하
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제는 글과 그림(TP) 과제로 분류한다(Maaß, 2010). 이 경
우, 그림이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글이 그림의 정보를 상술하는 등 두 가지 표현 종류
가 상호보완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Maaß, 2007), 과제의 맥락과 실세계와의 연결성이 강조되고 과
제 수행에 요구되는 학생의 인지적 부담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오영열, 박주경, 2019).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4종, 미국 기하 교과서 2종에 수록된 실생활 맥락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
과서 선정, 교과서 과제 선정을 거쳐 교과서 과제 중 연구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이론적 배경에서 살
펴본 세 가지 수학적 모델링 과제 분류기준을 분석틀로 하여 연구대상 과제의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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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1) 교과서 선정

우리나라 교과서는 교과서 채택률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인 천재교육(류희
찬 외 6인, 2018), 동아출판(박교식 외 18인, 2018), 지학사(장경윤 외 11인, 2018), 비상교육(김원경 외 14
인, 2018)을 분석하였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고등학교 기하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기
하 교과서 중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Pearson 출판사(Charles, Hall, Kennedy, Bass, Johnson, Murphy,
& Wiggins, 2015)와 Big Ideas Learning 출판사(Larson & Boswell, 2015)를 택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
4종을 K1, K2, K3, K4로, 미국 교과서 2종을 A1, A2로, 각각 위에 나열된 순서와 상관없이 표기한다.

2) 교과서 과제 선정

Stein et al(1996)에 따르면 수학 과제는 학생이 수학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목표를
가진 교실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특징에 맞는 과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표 Ⅲ-1>과 같이 교과서 K1, K2, K3, K4, A1, A2에 수록된 문제의 종류 및 특징을 분석하고 선행
연구(권지현, 김구연 2013; 정혜윤, 이경화, 2016, 2017)를 토대로 수학 과제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교과서
대단원 소(중)단원 대단원
도입 도입 전개 마무리 마무리

K1 되짚어보기
탐구
학습

문제, 생각 넓히기
수학 세상 속으로,
생각생각 활동

스스로 마무리하기,
함께하는 프로젝트

K2
준비
학습

탐구해
봅시다

예제, 문제, 함께하는
수학, 수학 실력
재어보기, 펜으로
하는 대화

창의융합 탐험
대단원 평가하기, 수학으로

들여다본 세상

K3
이것만은
알고 가자

탐구
하기

문제, 생각 나누기,
스스로 점검하기,
수학 역량 쑥쑥

스스로 확인하기,
연습문제

창의융합 프로젝트,
수학으로 통하다, 스스로

마무리하기

K4
준비학습,
단원 활동

개념
열기

문제, 스스로
확인하기, 수학 역량

기르기

중단원 학습 점검,
수행과제, 수학, 흥미를

더하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수학,
대단원 학습평가, 꿈! 수학과
만나다, 창의융합 프로젝트,

수학익힘책

A1
common core
performance
task

Getting
ready

problem

lesson check, practice
and problem-solving
exercises, apply what
you’ve learned, concept

byte, review

Put it all together, On your
own, Chapter Review,
Common core cumulative
Standards review

A2
Maintaining
Mathematical
Proficiency

Explora
tion

Example, Exercises,
Maintaining
Mathematical
Proficiency

What did you learn?,
Quiz

Performance Task, Chapter
review, Chapter test,
Cumulative assessment

<표 Ⅲ-1> 교과서 과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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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되짚어보기’, ‘단원 활동’, ‘Maintaining Mathematical Proficiency’ 등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문제는 과제로 선정하지 않는다(권지현, 김구연, 2013). 이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할 기하
단원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당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에 초
점을 두지 않는바, 과제로 선정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향후 학습할 개념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탐구해봅시다’, ‘Exploration’의 문제는 과제로

선정하지 않는다(권지현, 김구연, 2013). 이들은 추가적인 수학적 사고 없이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수행
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예컨대, 지시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행동을 수행하면 정답을 얻거나,
주어진 그림이나 글에서 쉽게 관찰 가능한 사실을 묻는 문제로, 이들은 과제로 선정하지 않는다. 본문
의 예제도 문제와 해설이 동시에 제공되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정혜윤, 이경화, 2016, 2017).
셋째, 단계형 과제는 하나의 과제로 간주한다(정혜윤, 이경화, 2016, 2017). 단계형 과제는 문제해결

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여러 소문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제시한 과제이다. 단계형 과제의 각 소문
항은 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단계형 과제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는 단일 과제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역시 단계형 과제를 하나의 과제로 간주한다.
넷째, 단계형 과제가 아니면서 여러 개의 소문항으로 이루어진 과제의 경우, 각 소문항을 모두 다른

과제로 간주한다(정혜윤, 이경화, 2016). 이는 국내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사이의 편집방식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두 나라의 교과서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그림 Ⅲ-1]과 같이 하나의 직육면체에 대해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묻는 3개의 문항을 특정 문항의
소문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반면, 미국의 교과서는 [그림 Ⅲ-2]와 같이 각기 다른 과제로 제시한
다. 이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과제의 개수를 세기 위해 소문항을 모두 독립된 과제로 간주한다.

[그림 Ⅲ-1] K1 교과서 과제의 예(2018, p. 155)

각 선분은 직선의 일부로 간주하며, 모든 각은 직각
이다. 점 B를 지나는 직선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3.  와 평행한 직선

4.  와 수직인 직선

5.  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

[그림 Ⅲ-2] A2 교과서 과제의 예(2015, p. 129)

위에서 논의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수학 과제의 개수는 <표 Ⅲ-2>와 같다.

교과서
한국 미국

K1 K2 K3 K4 합 A1 A2 합
과제 개수 120 120 131 118 489 884 657 1541

<표 Ⅲ-2> 교과서 과제의 개수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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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과제 선정

실생활 맥락의 반영은 수학적 모델링 과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Maaß, 2010), <표 Ⅲ-2>에서 선정
된 교과서 과제 중 실생활 맥락이 반영된 과제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Gould, 2016; Maaß, 2010). 박선영, 한선영(2018) 역시 실생활 과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과
제에 반영된 수학적 모델링 단계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실생활 소
재 및 상황을 포함하는 과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 대비 연구대상 과제의 비율을 나타낸다. 교과서별로 차이가 존재
하나, 전체 과제에 대한 연구대상 과제의 비율은 한국은 11.7%, 미국은 8%를 차지한다.

교과서
한국 미국

K1 K2 K3 K4 합 A1 A2 합
과제 개수 12(10) 18(15) 9(6.9) 18(15.3) 57(11.7) 54(6.1) 70(10.7) 124(8)

<표 Ⅲ-3> 연구대상 과제의 개수 (단위 : 개(%))

2. 수학적 모델링 과제의 분석틀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 데이터의 특징, 표현의 종류에 근
거하여 연구대상을 분석한다. 과제 분석틀은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본 과제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표 Ⅲ-4>와 같다. 다만, 수학적 모델링 과정의 경우, 전체 과정 과제가 아니면서 두 가지 이상의 단
계 수행을 요구한다고 판단되면, 이 과제는 해당하는 각각의 단계에 동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석기준 과제 유형 예

수학적 모델링
과정

WP Ÿ 수학적 모델링의 전체 과정을 요구하는 과제

US

Ÿ 주어진 상황에서 얻으려는 목표나 결론을 묻는 과제
Ÿ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과제에 제공되지 않은 과제
Ÿ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제공된 상황에서 불필
요한 데이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

RM
Ÿ 문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의 추가 수집을 요구하는 과제
Ÿ 실제 수집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가정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
Ÿ 데이터가 복잡한 경우 데이터를 단순화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

MM
Ÿ 주어진 상황을 표나 그래프 등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
Ÿ 변수 간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해당 구조의 수학적 대상을 찾는 과제

WM Ÿ 수학모델로부터 수학적 결론을 구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
IT Ÿ 수학 결과가 실생활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

VL
Ÿ 실세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수학모델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는 과제
Ÿ 수학모델의 결과 찾기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찾아낼 것을 요구하는 과제
Ÿ 수학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묻는 과제

데이터의 특징

MA Ÿ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되며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과제
MS Ÿ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과제
SF Ÿ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가 함께 제공된 과제
SM Ÿ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되고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된 과제

표현종류
T Ÿ 과제를 글로만 소개하는 과제
P Ÿ 글 없이 그림만 제공하는 과제
TP Ÿ 글과 그림을 모두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제

<표 Ⅲ-4> 과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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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과제의 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3]는 놀이공원이라는 실생활 상황이 반영된 과제
이다. 수학적 모델링 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에 주어진 사물들을 수학적 대상인 점, 직선, 평면
으로 수학화한 뒤 이들의 위치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수학화, 수학 결과 얻기 과제에 속한다. 데이터
특징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에 점, 선, 면으로 수학화되는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이 모두 제시되
어 있으므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제시된 과잉 데이터 과제로 분류
된다. 표현 종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림 과제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이 과제는 수학화(MM), 수학 결과 얻기(WM), 과잉 데이터(SF), 그
림 과제(P)로 분류된다.

[그림 Ⅲ-3] K2(2018, p. 156)에 제시된 과제

7. 너와 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친구가 다음과 같
이 말했다.
“너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는 5마일이고, 우리 집에

서 너네 집까지 거리는 -5마일이야.”
친구의 말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가?

[그림 Ⅲ-4] A1(2015, p. 23)에 제시된 과제

[그림 Ⅲ-4]는 집과 집 사이의 거리에 대한 친구의 말에서 오류를 찾는 과제이다. 수학적 모델링 과
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학모델 구성이나 수학결과 도출을 요구하지 않고 오류를 찾을 것을 요구하
고 있으므로 검증하기 과제로 분류한다. 데이터 특징 측면에서 살펴보면, 친구가 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적정 데이터 과제로 분류한다. 표현 종류 측면
에서 살펴보면, 그림 없이 글로만 이루어진 과제이므로 글 과제로 분류한다. 결과적으로, 이 과제는
검증하기(VL), 적정 데이터(MA), 글(T) 과제로 분류한다.

3. 연구의 타당성

위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세 명의 저자가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실생활 과제 옆에 분류된 과
제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 데이터, 표현종류 및 그 이유, 과제의 특징 등을 각각 기재하면서 정리하였
다. 그리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 명의 연구자 중 두 명의 연구자가 수행한 분
석 과제 전체의 코딩 결과 일치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표 Ⅲ-5> 참고). 그 뒤, 일치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다른 한 명의 연구자의 코딩 결과와 비교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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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림 Ⅲ-3] 과제에 대하여 수학적 모델링 과정, 데이터, 표현의 순서대로 첫 번째 연구
자는 수학화와 수학결과 얻기, 과잉 데이터, 글과 그림 과제라고 판단하였지만 두 번째 연구자는 수학
화와 수학결과 얻기, 과잉 데이터, 그림 과제라고 판단하여 표현 종류에 대한 판단이 불일치하였다.
이후 세 번째 연구자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과제에는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
를 나타내는 모습을 찾아보자.’라는 글이 쓰여 있지만, 이는 과제 수행을 지시하는 지시문의 성격이
강하며, 그림으로 지시할 수 없어 글로 표현한 것이고, 그 외에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림 과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Ⅳ. 연구결과

1.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따른 분류 결과

교과서별로 연구대상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Ⅳ-1>5)과 같다.

단계
한국 미국

K1 K2 K3 K4 합계 A1 A2 합계
WP 0(0) 0(0) 0(0) 0(0) 0(0) 0(0) 0(0) 0
US 2(16.7) 0(0) 5(55.6) 4(22.2) 11(19.3) 8(14.8) 0(0) 8(6.5)
RM 1(8.3) 0(0) 5(55.6) 4(22.2) 10(17.5) 7(13.0) 0(0) 7(5.6)
MM 3(25) 2(11.1) 5(55.6) 5(27.8) 15(26.3) 18(33.3) 11(15.7) 29(23.4)
WM 11(91.7) 18(100) 9(100) 17(94.4) 55(96.5) 50(92.6) 63(90) 113(91.1)
IT 2(16.7) 0(0) 6(66.7) 4(22.2) 12(21.1) 5(9.3) 1(1.4) 6(4.8)
VL 1(8.3) 3(16.7) 0(0) 0(0) 4(7.0) 3(5.6) 2(2.9) 5(4.0)

연구대상과제 12 18 9 18 57 54 70 124

<표 Ⅳ-1>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따른 과제 분류 결과 (단위 : 개(%))

분석 결과, 한국 교과서의 96.5%, 미국 교과서의 91.1% 과제가 수학 결과 얻기(WM)에 집중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K2, K3의 경우 모든 실생활 과제가 수학 결과 얻기(WM)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제는 수학화(MM) 과제이다.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서
각각 26.3%, 23.4%로, K2와 A2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 괄호 안의 비율은, 각 단계의 합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연구대상 과제 개수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교과서
과제
개수(개)

수학적 모델링 과정 데이터의 특징 표현종류
불일치
과제(개)

일치도(%)
불일치
과제(개)

일치도(%)
불일치
과제(개)

일치도(%)

K1 12 0 100 1 92 1 92
K2 18 1 94 2 89 1 94
K3 9 0 100 0 100 0 100
K4 18 1 94 1 94 0 100
A1 54 2 96 5 91 2 96
A2 70 4 94 5 93 3 96
합 181 8 96 14 92 7 96

<표 Ⅲ-5> 과제 분석결과에 대한 두 연구자 간의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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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한국의 경우 K1과 K4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해석하기(IT) 과제는 한국 교과서에서는 21.1%를 차지하지만, 미국 교과서에서
는 4.8%에 그치는 등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해석하기(IT) 과제는 한국 교과서 중에서도 교과서
별로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K3의 경우 66.7%를 차지하지만, K2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 이
해하기(US) 과제, 현실모델 수립하기(RM) 과제, 검증하기(VL) 과제는 미국 교과서보다 한국 교과서
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 세 단계에 속한 과제의 비율은 해석하기(IT) 과제와 같이 두 나
라 간 차이뿐 아니라 교과서별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황 이해하기(US) 과제는 한국 교
과서 내에서 55.6%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미국 교과서 사이에서는 14.8%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검증하기(VL) 과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7%, 4%로, 두 나라의 교과서에서 모두 제일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체 과정(WP) 과제에 해당하는 과제는 모든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둘 이상의 수학적 모델링 단계를 요구하는 과제는 각각 K1에 3개, K2에 5개, K3에 6개, K4

에 4개, A1에 18개, A2에 6개씩6), 총 42개가 제시되었다. 이는 여섯 개 교과서에 수록된 실생활 과제
181개 중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실생활 과제 중 77%는 과제 수행을 위해 하
나의 수학적 모델링 단계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중 수학 결과 얻기
단계만을 요구하는 과제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따라 과제를 분류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모델링 과정 중 수학 결과 얻기(WM)만을 단독으로 요구하는 과제의 비율이 모든 교과서에서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선영, 한선영(2018)의 과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
로, 이러한 특징을 과제가 지닌 학습기회제공의 측면(Stein et al., 1996)에서 평가하면, 교과서의 실생
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발달을 꾀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역량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학 결과 얻기라는 특정 한
단계가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나머지 단계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수학
결과 얻기를 요구하는 실생활 과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각각 55개, 113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각 38개, 90개의 과제에 완성된 수학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과제는 학생에게 수학 결과 얻기
단계만을 요구할 뿐 해석하기나 검증하기 등 그 외의 단계를 요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실생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수학 결과 얻기 이외의 경험을 하지 못하며, 과제에 주어진 실세계
상황이나 맥락은 학생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국내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보다 모든 단계의 과제들을 더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상황 이해하기(US), 현실모델 수립(RM)과 수학화(MM)는 현실 맥락에서 수학으로 이행하기 위한 단
계, 해석하기(IT)의 경우 수학에서 다시 현실 맥락으로 이행하는 단계(Blum & Leiß, 2007)인데, 이들
은 수학 내적 조작이 아닌 현실 맥락과 수학 세계를 연결 짓는 수학 외적인 사고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제해결과 구별되는 수학적 모델링의 특징적인 과정이다(English, 2006). 검증하기
(VL) 역시 다시 수학적 모델링 주기가 반복되기도 하는 등 수학적 모델링 고유의 특징(정혜윤, 이경
화, 백도현, 정진호, 임경석, 2018; Verschaffel et al., 1999)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교과서는 미국 교과
서보다 수학적 모델링만의 특징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교과서의 경우, 수

6) K1 교과서에 수록된 둘 이상의 수학적 모델링 단계를 요구하는 과제는 총 3개로, 각각 이해하기, 수학화, 검증
하기를 요구하는 과제, 수학화, 수학 결과 얻기,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과제, 검증하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요
구하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K2 교과서에 수록된 둘 이상의 수학적 모델링 단계를 요구하는 과제는 총 5개
로 수학화, 수학 결과 얻기를 요구하는 과제 2개와 수학 결과 얻기, 검증하기를 요구하는 과제 3개가 제시되
어 있다. A2 교과서에 수록된 둘 이상의 수학적 모델링 단계를 요구하는 과제는 총 6개로 수학화, 수학 결과
얻기를 요구하는 과제 4개, 수학화, 수학 결과 얻기,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과제 1개, 수학화, 검증하기를 요구
하는 과제 1개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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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화(MM)와 수학 결과 얻기(WM) 과제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교과서별 편차가 크며, 각 단계에서
0%의 과제를 갖는 교과서가 존재하는데, 교과서별 편차가 크다는 점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데이터의 특징에 따른 분류 결과

교과서별로 제시된 실생활 과제를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데이터
한국 미국

K1 K2 K3 K4 합계 A1 A2 합계
MA 10(83.3) 14(77.8) 4(44.4) 13(72.2) 41(71.9) 40(74.0) 58(82.9) 98(79)
MS 1(8.3) 0(0) 5(55.6) 2(11.1) 8(14.1) 7(13.0) 0(0) 7(5.6)
SF 0(0) 3(16.7) 0(0) 3(16.7) 6(10.5) 7(13.0) 12(17.1) 19(15.4)
SM 1(8.3) 1(5.6) 0(0) 0(0) 2(3.5) 0 0(0) 0
합 12(100) 18(100) 9(100) 18(100) 57(100) 54(100) 70(100) 124(100)

<표 Ⅳ-2> 데이터의 특징에 따른 실생활 과제 분류 결과 (단위 : 개(%))

적정 데이터(MA) 과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서 각각 71.9%, 79%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누락 데이터(MS) 과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서 각각 14.1%, 5.6%로, 한국 교과서의 경우 두 번째,
미국 교과서의 경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과잉 데이터(SF) 과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서 각각 10.5%, 15.4%를 차지하였으며, 한국 교과서에서 세 번째, 미국 교과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한다. 과잉-누락 데이터(SM) 과제는 낮은 비율이지만 한국 교과서에 3.5%로 제시되었으며
미국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교과서도 K3와 K4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과제의 데이터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 데이터(MA)

과제가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실생
활 과제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만 제공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말해준다. 이
를 수학적 모델링 과정과 연결지어 살펴보면,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취사선택
하는 의사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의 처음 두 과정인 상황이해(US)와
현실모델 수립(RM) 과정은 문제해결에 중요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별하고 수집, 삭제, 단순화, 가정하
기 등을 통해 수학화에 적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학적 모델
링의 특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박선영, 한선영, 2018; Maaß, 2010), 위의 결과는 교과서를 이
용해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족 데이터(MS) 과제 및 과잉-부족 데이터(SM) 과제는 한국 교과서에, 과잉 데이터(SF) 과

제는 미국 교과서에 더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으며, 세 가지 유형의 과제가 모두 제시된 교과서는 존
재하지 않았다. 실세계의 문제는 일반적인 수학 과제의 맥락처럼 잘 정돈된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
지 않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점을 상
기한다면, 이들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모두 갖는 교과서가 없다는 점은 데이터 과잉, 부족 상황을 포
함하는 실세계 맥락에 대한 상황이해(US) 및 현실모델 수립(RM) 등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는
경험(Maaß, 2010)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수학적 모델링 고유의 특징인 진정성(authentic)을 경
험하지 못하게 되어(Niss, 1992), 실제 상황과 관련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Palm,
2008).
셋째, 과잉 데이터(SF) 과제와 과잉-부족 데이터(SM) 과제는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에서 총 27개가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데이터의 특징과 관련하여, 26개가 수학 외적 과잉 데이터를, 1개가 수학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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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데이터를 포함하는 등 주로 수학 외적 과잉 데이터가 제공되었다. 수학 외적 과잉 데이터는 수
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나 수학모델 수립 시 변수로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26. 2003년, 원격조종 모형 비행기가 최초로 직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했다. 아래의 지도는 비행 중 세 지점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점 A는 Newfoundland의 Cape Spear를, 점 B는 비행을 시작한지 1일 후의 대략적인 위치를, 점 C는 아

일랜드의 Mannin Bay를 가리킨다. 비행기는 Cape Spear에서 출발하여 Mannin Bay에 착륙했다.

a. 모형 비행기가 비행한 거리를 구하시오.
b. 모형 비행기는 38시간 동안 비행하였다. 평균 속력이 시간당 몇 마일인지 추정하시오.

[그림 Ⅳ-1] A2 교과서(2015, p. 17)에 제시된 과잉 데이터 과제

예를 들어, [그림 Ⅳ-1]의 과제에서 “2003년, 원격조종 모형 비행기가 최초로 직행으로 대서양을 횡
단했다.”라는 정보는 수치화의 필요성이 낮으며, 비행거리와 평균 속력을 구해야 하는 위 과제에서 수
학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할 변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학 외적 과잉 데이터에 해당한다. 수학이 아
닌 수학 외적 상황에 집중된 과제 맥락은 학생들이 수학이 아닌 외적 상황 자체에 몰두하게 될 가능
성을 가져온다(Palsdottir & Sriraman, 2017). 더불어, 수학 내적 데이터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없는 과
제는 과제에 주어진 수치 조작이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Puchalska &
Semadeni(1988)이 강조한 비판적인 읽기, 의미 있게 생각하는 태도의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수학 외
적, 수학 내적 과잉 데이터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을 때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표현종류에 따른 분류 결과

교과서별로 제시된 실생활 과제를 표현종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현종류
한국 미국

K1 K2 K3 K4 합계 A1 A2 합계
T 0(0) 0(0) 1(11.1) 2(11.1) 3(5.3) 29(53.7) 3(4.3) 32(25.8)
P 0(0) 1(5.6) 0(0) 0(0) 1(1.7) 0 7(10) 7(5.6)
TP 12(100) 17(94.4) 8(88.9) 16(88.9) 53(93.0) 25(46.3) 60(85.7) 85(68.6)
합 12(100) 18(100) 9(100) 18(100) 57(100) 54(100) 70(100) 124(100)

<표 Ⅳ-3> 표현종류에 따른 실생활 과제 분류 결과 (단위 : 개(%))

글과 그림(TP)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서 각각 93%, 68.6%로, 두 나라의 교
과서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 교과서에서 대부분의 실생활 과제는 글과 그림(TP)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없이 글로만 구성된 글(T) 과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서 각각
5.3%, 25.8%의 비율로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글 없이 그림으로만 구성된 그림(P) 과제는 한국
과 미국 교과서에서 각각 1.7%, 5.6%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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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표현 종류에 따라 분류했을 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과 그림(TP) 과제가 한국 교
과서에서 9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교과서의 경우 68.6%의 비율을 차지
한다. 글과 그림(TP) 과제는 [그림 Ⅳ-2]와 같이 글로 제공한 데이터를 그림으로 다시 상술하는 등
동일 정보를 글과 그림 두 가지 방식으로 반복하여 제공하는 과제가 많다. [그림 Ⅳ-2]의 경우, 글로
직선 CD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뒤 그림으로 선분 AB와 직선 CD를 그리
고 수선의 발이 점 D인 것과 선분 AD의 길이가 m임을 추가로 밝힌다. 이러한 과제는 학생의 인
지적 부담을 줄여주지만(Maaß, 2010), 주어진 데이터의 표현을 바꾸는 수학화의 경험을 충분히 제공
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오영열, 박주경, 2019).

[그림 Ⅳ-2] A1 교과서(2018, p. 150)에 제시된 글과 그림 과제

38. 당신의 학교는 집으로부터 동쪽으로 20 블
럭, 남쪽으로 12 블럭 떨어져 있다. 쇼핑몰은 집
으로부터 북쪽으로 10 블럭, 서쪽으로 7 블럭 떨
어져 있다. 당신은 방과 후에 바로 쇼핑몰에 계
획을 세웠다. 학교와 쇼핑몰 사이의 거리를 구하
시오. (단, 학교와 쇼핑몰을 똑바로 잇는 도로가
있다고 가정하며 1 블럭은 0.1마일이다.)

[그림 Ⅳ-3] A1 교과서(2015, p.26)에 제시된 글 과제 

둘째, 글(T) 과제의 경우, 한국 교과서에서 5.3%의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 교과서에서는 25.8%
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분석 단원이 기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보가 글로만 제시
된 [그림 Ⅳ-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T) 과제는 과제에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며 그림으로 직접
표현하고 해석하는 등 수학화 기회를 준다(오영열, 박주경, 2019)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그림(P) 과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가장 낮은 비율로 제시된다. 특히, 한국 교과서의 경우

1.7%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글과 그림(TP), 글(T) 과제의 분포비율과 종합하면 한국 교과서의 경우
미국 교과서보다 과제의 표현종류가 다양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수학 개념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
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한국 교과서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 세 기준을 종합한 분류 결과

교과서별 실생활 과제를 수학적 모델링 과정, 데이터 특징, 표현종류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종합
하여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4>부터 <표 Ⅳ-9>까지 참고). 표 작성 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뒤, 표현종류와 데이터 특징을 차례로 반영하였다.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분류하려는 과제가 수학적 모델링 과정 중 두 가지 이상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각각의 분류에 동시에 속하는 것으로 하며, 데이터 특징이나 표현종류 중 해당 교과서 과제로 한 번
도 제시되지 않은 유형은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K1의 경우 표현종류와 관련하여 글(T)과
그림(P) 과제가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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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MA MS SM

WP 0(0) 0(0) 0(0)
US 0(0) 1(8.3) 1(8.3)
RM 0(0) 1(8.3) 0(0)
MM 1(8.3) 1(8.3) 1(8.3)
WM 10(83.3) 1(8.3) 0(0)
IT 1(8.3) 1(8.3) 0(0)
VL 0(0) 0(0) 1(8.3)
계 12 5 3

<표 Ⅳ-4> K1 교과서 과제의 특징
(단위 : 개(%))

TP P
MA SF SM SF

WP 0(0) 0(0) 0(0) 0(0)
US 0(0) 0(0) 0(0) 0(0)
RM 0(0) 0(0) 0(0) 0(0)
MM 0(0) 0(0) 1(5.6) 1(5.6)
WM 14(77.8) 2(11.1) 1(5.6) 1(5.6)
IT 0(0) 0(0) 0(0) 0(0)
VL 3(16.7) 0(0) 0(0) 0(0)
계 17 2 2 2

<표 Ⅳ-5> K2 교과서 과제의 특징
(단위 : 개(%))

TP T
MA MS MS

WP 0(0) 0(0) 0(0)
US 0(0) 4(44.4) 1(11.1)
RM 0(0) 4(44.4) 1(11.1)
MM 0(0) 4(44.4) 1(11.1)
WM 4(44.4) 4(44.4) 1(11.1)
IT 1(11.1) 4(44.4) 1(11.1)
VL 0(0) 0(0) 0(0)
계 5 20 5

<표 Ⅳ-6> K3 교과서 과제의 특징
(단위 : 개(%))

TP T
MA MS SF MA MS

WP 0(0) 0(0) 0(0) 0(0) 0(0)
US 0(0) 1(5.6) 1(5.6) 0(0) 1(5.6)
RM 0(0) 1(5.6) 1(5.6) 0(0) 1(5.6)
MM 1(5.6) 1(5.6) 1(5.6) 0(0) 1(5.6)
WM 11(61.1) 1(5.6) 2(11.1) 1(5.6) 1(5.6)
IT 0(0) 1(5.6) 1(5.6) 0(0) 1(5.6)
VL 0(0) 0(0) 0(0) 0(0) 0(0)
계 12 5 6 1 5

<표 Ⅳ-7> K4 교과서 과제의 특징
(단위 : 개(%))

TP T
MA SF MA MS SF

WP 0(0) 0(0) 0(0) 0(0) 0(0)
US 1(1.9) 0(0) 3(5.6) 4(7.4) 0(0)
RM 0(0) 0(0) 2(3.7) 5(9.3) 0(0)
MM 2(3.7) 2(3.7) 6(11.1) 7(13) 1(1.9)
IT 0(0) 0(0) 0(0) 5(9.3) 0(0)
VL 2(3.7) 0(0) 1(1.9) 0(0) 0(0)
계 21 8 32 28 2

<표 Ⅳ-8> A1 교과서 과제의 특징
(단위 : 개(%))

TP T P
MA SF MA MA SF

WP 0(0) 0(0) 0(0) 0(0) 0(0)
US 0(0) 0(0) 0(0) 0(0) 0(0)
RM 0(0) 0(0) 0(0) 0(0) 0(0)
MM 3(4.3) 2(2.9) 2(2.9) 0(0) 4(5.7)
WM 50(71.4) 7(10) 3(4.3) 3(4.3) 0(0)
IT 0(0) 1(1.4) 0(0) 0(0) 0(0)
VL 2(2.9) 0(0) 0(0) 0(0) 0(0)
계 55 10 5 3 4

<표 Ⅳ-9> A2 교과서 과제의 특징
(단위 : 개(%))

<표 Ⅳ-4>부터 <표 Ⅳ-9>까지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분류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수학 결과 얻기(WM), 적정 데이터(MA), 글과 그림(TP)의 특

징을 갖는 과제가 한국과 미국 교과서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K1, K2, K4에서는
각각 83.3%, 77.8%, 61.1%, A2에서는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과제의 특징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글과 그림으로 제공되어있으며, 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또한, 표나 그래프, 좌표평면, 다이어그램 등 새로운 수
학모델을 도입할 필요 없이 제시된 수학모델을 사용하여 적절한 수학적 조작을 통해 수학 내적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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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수학 내적인 조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수
학 결과 얻기 이외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발달을 꾀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
다. 수학적 모델링의 특징인 현실성과 개방성을 위해서는 과제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
요하다(Maaß, 2010). 또한, 실세계의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여 상황의 실재성을 높임으로써, 학
생들에게 가정하기, 선택하기, 결정하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선영, 한선영, 2018).
둘째, 수학 결과 얻기(WM), 과잉 데이터(SF), 글과 그림(TP)의 특징을 갖는 과제가 한국 교과서 K2,

K4와 미국 교과서 A1, A2에 수록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과제는 이미 과제에
수학모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과잉 데이터가 제공되었음에도 학생이 이에 주목하지 않고 과제
에 주어진 수학모델로부터 바로 수학 결과 얻기(WM)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
습기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학 결과 얻기(WM), 과잉 데이터(SF), 글과 그림(TP) 과제와 수학 결과
얻기(WM), 적정 데이터(MA), 글과 그림(TP) 과제가 제공하는 학습기회는 서로 다르지 않다. 수학모델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생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주어진 수학모델을 조작함
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는 등 제시된 수학모델을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때, 과잉 데이터
(SF) 과제에 수학모델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를 제거하는 과정을 유도해 학생들에게서 상황 이해(US), 현실모델 수립(RM)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수학 결과 얻기(WM), 과잉 데이터(SF), 글과 그림(TP) 과제는 과제에 주어진 수학모델을 제거하는
과제변형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 초기 과정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A1의 수학화(MM), 과잉 데이터(SF), 글(T)의 특징을 갖는 과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수학모델

수립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과제이다. 예를 들어, [그림 Ⅳ-4]는 다양한 정보들을 글로
만 제시한 글(T) 과제이면서, 서로 교차하는 두 쌍의 평행선과 같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는 물
론 게임의 이름, 고대 로마의 벽에 새겨진 그림의 존재 등 불필요한 데이터도 제공하는 과잉 데이터
(SF) 과제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야할지 묻고,
실제로 직선들이 만나 생기는 각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글로 주어진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할 것을 유도한다. 주어
진 정보의 표현 형태를 바꾸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그림 Ⅳ-4] 과제는 수학화(MM)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과제는 의도적으로 표현종류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학화 기회를 제공
한 것으로, 과잉 데이터와 글 과제라는 특징이 수학화 기회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특징
과 표현종류, 수학적 모델링 과정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수학적 모델링 학습기회를 제
공했다는 점은 다른 과제와 구별되는 의미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1. 계획 생각하기 고대 로마 사람들은 terni lapilli라는 게임을 했다. 이 게임의 정확한 규칙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마에서 발견된 바닥이나 벽에 새겨진 그림으로부터 이 게임이 현대의 게임인 tick-tack-toe와 비슷한 것으로, 서로
교차하는 두 쌍의 평행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선들이 만나 생기는 각 중 한 각의 크기는 90도이다. 나머지
15개 각의 크기를 구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
현재 한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다른 각들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 각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두 평행선으로부터 만들어진 각과 그 엇각의 크기가 같은가? 어떤 각들이 보각 관계에 있는가?

[그림 Ⅳ-4] A1(2015)에 제시된 수학화(MM), 과잉 데이터(SF), 글(T) 특징을 갖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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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기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기하 단원의 실생활 맥락 과제를 수학적 모
델링 과정, 데이터 특징, 표현종류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교과서 과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두 나라의 교과서 과제에서 공통된 특징과
차별화된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제가 초래하는 기하 영역에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단
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과서 활용 시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실제 교실에서 과제를 활용할 경
우 과제를 수정 및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적 모델링 과제의 특징인 실생활 맥락 탐구와 반복적인 타당성 검토(Blum & Leiß, 2007;

English, 2006; Kaiser, 2017)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교사의 교과서 활용 시 이들 특징이 반영된 과
제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수학적 모델링 과정과 관련한 교과서 과제 분석결과는 두 나라의 교과서 과
제 모두 수학 결과 얻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단계에 초점을 둔 과제의 비율이 낮음을
보여준다. 수학결과 얻기 단계 과제의 경우, [그림 Ⅲ-1], [그림 Ⅲ-2]와 같이 실생활 소재를 이용하여
지식을 그대로 떠올리도록 하는 과제가 다수 존재하며, 실생활 상황에 적합한 기하 모델 탐색의 기회
를 제공하는 과제는 찾기 힘들다(정혜윤, 이경화, 2016). 이는 기하 영역이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생활 맥락에 기반한 기하교육이 높은 수준의 과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과제에 이미 수학 모델이 제시됨으로써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제해결 과정을 비교하고 장단점
을 파악하는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동일한 해결 과정과 답을 제시하게 되는데(Gould, 2016), 이는
수학적 모델링 과제가 갖는 개방성(English & Sriraman, 2010)과도 배치된다. 향후 교과서 과제의 개
선된 활용 시, 이미 수학 모델이 제시되어 있는 과제는 수학 모델의 제거만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 모델을 검토해 보는 학습 기회를 제공(정혜윤 외, 2018)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타당성 검토 기
회가 없는 과제는 학습 동료와의 상호검토만으로도 수학 모델의 타당성 혹은 과제 해결 결과의 타당
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정승요, 박만구, 2016)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학적 모델링의 현실성과 복잡성(김민경, 2010; English, 2006)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정 데

이터 외 과제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며, 교사의 교과서 활용 시 이들 특징이 반영된 과제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교과서 과제에 비해 우리나라 교과서에 부족 데이터와 과잉-부족 데이
터 과제의 비율이 더 높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적정 데이터 과제에 집
중되어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세계 상황은 복잡한 데이터
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수학화하는 역량을 기르
게 된다(Maaß, 2006). 유홍규, 윤종국(2017), 이종희, 이아름(2012), Zbiek & Conner(2006)에서 보듯이,
실제 데이터의 복잡성은 기하 영역에서도 나타나며 과제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교과서 과제
의 개선된 활용 시, 실제 데이터를 제공(박선영, 한선영, 2018)함으로써 단순화, 수학화(정혜윤 외,
2018; Greer, 1997)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비판적인 읽기, 의미 있게 생각하는 태도(Puchalska &
Semadeni, 1988) 등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수학적 표현 체계 학습 기회를 갖고 정보처리역량을 강화(오영열, 박주

경, 2019; Lesh & Doerr, 2003)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 과제가 아닌, 글 과제 혹은 그림 과제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 과제에 [그림 Ⅳ-3], [그림 Ⅳ
-4]와 같은 글 과제 혹은 그림 과제가 더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사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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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 활용 시 과제에 제시된 다양한 표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수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수학적 모델링 과제의 인지적 수준이 높다는 점과 수학적 모델링 과제에 제시된
표현이 과제의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재 교과서에 주로 제시
된 글과 그림 과제는 기하 영역 과제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과제해결에 참여하
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오영열, 박주경, 2019; Maaß, 2010). 하지만, 이로 인해 학생 스스로 글로 제시
된 데이터를 도형으로 바꾸는 등의 정보처리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바(오영열, 박주경,
2019),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 과제의 표현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실제 교육현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음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김민경, 2010; Blomhøj & Kjeldsen, 2013). 이를 고려하여, 실제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수
학적 모델링 활동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체계적이며 다양한 유형의 수학적 모델링 활동 제시
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과제 분석결과가 향후 교과서 과제 개발과 학교
수학에서의 수학적 모델링 활동 구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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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asks reflected in Korean and US textbooks
according to the mathematical modeling perspectives, and then to compare the diversity
of learning opportunities given to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For this, we analyzed
mathematical modeling tasks of textbooks based on three aspects: mathematical modeling
process, data, and express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modeling
process, Korean textbook provides a high percentage of the task at all stages of
modeling than US textbook. Second, with respect to data, both countries’ textbook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matching task. Korean textbooks have a large gap in data
characteristics by textbook. Third, with respect to expression, both countries’ textbook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text and picture. Korean textbooks have a large gap in
the type of expression than US textbooks, and some textbooks have no other expression
except for text and picture. Fourth, tasks were analyzed by integrating the three
features. The three features were not combined in various way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features.

Key Words : task, mathematical modeling process, data characters, expression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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