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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학교 3학년 통계단원에 수록된 

실제적 자료의 유형과 기능1)

김 송 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경 언

 

  통계교육의 목적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발견된 지식을 현실적  

문제 상황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통계 교육은 기계적으로 자료를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함으로써 

자료의 표현과 해석, 적용하는 경험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실제적 자료를 가져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아직 교과서에서는 실제적 자료보다는 가상적인 자료들이 많이 제시

되어 있다. 자료의 소재들을 보면 실생활 소재로 만든 통계자료이기는 하지만 지

나치게 잘 다듬어져 있으며 기계적인 단순 계산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 느끼기에는 통계 수업은 지루하고 건조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통계단원에 수록된 실제적 자료가 어

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와 실제적 자료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연

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9개정에 따라 출판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13종에 제시

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 자료의 

유형과 기능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3종의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 중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보다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 본 논문은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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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약 5배로 월등히 높았다. 출판사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자료 중 실제

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의 구성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37.09%이고, 제일 낮은 

것은 3.22%으로 교과서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적 자료를 활용

한 문항에서의 자료 유형은 환경유형(39%), 스포츠유형(22%), 기타유형(19%), 
사회유형(14%), 경제유형(3%), 의학유형(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종의 교

과서에 제시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 중 수학적 과정 요소로 나누어 보면 

문제해결 73%, 의사소통 19%, 추론 8%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은 모든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어 있지만, 의사

소통과 추론은 일부 교과서에 만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될 교과서에는 학

생들이 수학적 가치와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을 

많이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통계적 사고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론, 의사소통 문항이 추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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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에서 2015년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 결과

(TIMSS 2015)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49개국 중 수학 성취도부분

에서 중학교 2학년은 전체 2위로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순위이다. 하지만 높은 

학업성취도에 비해 수학에 대한 학업흥미도와 자신감에서는 49개국 중 낮은 순

위에 머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학 내용영역별 성취도 결

과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 편에 속하지만,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자

료와 가능성영역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는 특히 

통계교육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상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도구

로써의 통계 보다는 계산 위주의 통계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의 문제는 

꾸며 낸 가상적인 문제들이 대다수이고, 학생들은 실제적 자료를 통해 실제현상

에서의 자료 처리, 자료 분석 등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통계학습을 도입하고 있고 많은 학년 걸쳐 실제적 통계자료 

위주의 교육을 다루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복잡한 계산 위주의 학습보다는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통계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많은 실제적 자료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eudenthal(1973)은 기계적인 통계치의 계산보다는 실제적인 자료

를 수집하여 이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경험을 통해 통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

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추론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이영하(2001)은 통계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률 및 

통계단원의 교육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자료 중심적 전개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희(2003)는 통계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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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수학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상황에 통계적 지식

을 구상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는 통계를 이론적

인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모델을 적용 및 분석, 해석을 강조하며 

통계적 사고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특히 학생들은 스스로 활동함으로써 

자료를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통계적 

개념 및 절차의 응용을 경험함으로써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교육의 문제점에 따라 교육부는 확률과 통계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정책, 학교 교육 환경 등을 점검하고 수학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을 인식하여 2015개정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는 탐색적 자

료 분석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실제적인 자료를 통하여 통계의 필요성을 알게 하

고, 미래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통계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개정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통계 단원 중심으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

에서 강조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향후 교과서 문제의 구성과 통계교

육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통계단원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통계단원에서 제시된 문항에서 실제적 자료의 구성

과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통계단원에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에서 강조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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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실제적 자료

  자료란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답하기 위하여 관찰(자료수집 등)이나 실험으로

부터 얻어진 값으로, 이러한 값은 정보를 수반하고 있는 문맥을 가지고 있는 수

를 의미한다. 여기서 실제적 자료는 실제 자연현상, 사회현상 등으로부터 얻어진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통계청,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실제적 자료

이다.

  2) 가상적 자료

  가상적 자료는 실제적 자료와는 달리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가상

적으로 꾸며낸 자연현상, 사회현상 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활용된 자료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쓰인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연

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2015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학 교과서가 편찬 중에 

있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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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통계 교육

  1) 중학교 통계 교육

  통계는 현상을 조사, 관찰, 측정하여 주어진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을 통해 

불확실한 사실에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영역이다. 통계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사 결정 하는 것을 중요하다. 
  중학교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확률의 뜻,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간단한 확률 계산을 다루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에서는 대푯값

에서 평균 이외의 중앙값, 최빈값을 이해하고 값의 계산을 다루고, 산포도에서는 

분산, 표준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값의 계산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서 다룬 확률과 통계영역의 ‘가능성과 평균’단원에서 출발하여 중학교에서 다룬 

‘대푯값과 산포도’를 거쳐,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영역의 ‘확률분포와 통계적 추

정’으로 연계되어 있다. 다음<표 Ⅱ-1>와 같다.

  <표 Ⅱ-1> 통계 단원 내용체계

확률과 통계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원
가능성 대푯값 확률분포

평균 산포도 통계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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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통계

  2015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총론의 최종 목적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

성이다. 이에 따라 개정의 방향에서 통계는 기존의 통계의 내용이 수동적인 처리

에 머물고 있으므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료의 수집과 정리,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을 실생활을 중심으로 한 통계 내용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계산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일 때에

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 ‘도수분포표로 주어진 자료의 평균’ 성취기준 삭제

  

  우리나라는 제 4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습 내용 축소가 목표로 매번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학습의 

양과 수준이 적정화 되지 않고 있다. 도수분포표로 주어진 자료의 평균을 계산할 

때도 보면  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수동적인 처리에 머물게 만

든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학습 부담을 적정화 하고, 통계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해 ‘도수분포표로 주어진 자료의 평균’ 삭제하였다

 도수분포표로 주어진 자료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어

진 자료를 수동적인 처리에 머물게 만든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학습 부담을 적

정화 하고, 통계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해 ‘도수분포표로 주어진 자료의 평균’ 
삭제하였다. 

(마) 확률과 통계

   ⓶ 도수분포표로 주어진 자료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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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관관계’ 성취기준 추가 및 산점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상관관계를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 6차와 제 7차 교육과정까지는 상관관계를 중학교에서 다루

었으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7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수학에서 

배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상관관계의 중요성의 

추세를 감안하여 중학교 3학년에 다루기로 하였고 성취기준에 추가하였다. 
① 산점도에서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다.

② 산점도에서 직선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다. 공학적 도구 활용 강조

  2016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 도입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

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 스스로의 꿈과 끼를 

찾도록 수업을 토론학습, 실험·실습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에 만든 정

책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시행되고 있으며 

수학과 영역에서는 통계를 배우고 있는 시점이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맞게 교

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취 기준에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추가하여 

정보처리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수학교과역량을 달성하도록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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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확률과 통계

   자료의 정리와 해석

①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자료의 분포를 이해한다.

② 상대도수를 구하여,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상대도수의 분포를 이해한다.

③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자료

를 정리할 수 있다.

2. 수학적 과정

  수학적 과정(mathematical process)은 내용영역인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
칙성, 확률과 통계 안에서 수학적 주제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이해한 후 수학과 연결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

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학적 과정은 학생들이 다

양한 주변 현상을 수학과 연결하고, 그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할 때 활성화되어야 하는 수학과정적 기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성 요소를 ‘수
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 등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수학적 문제해결’은 수학의 문제나 문제적 상황에서 그 해를 찾아내기 

위하여 기지의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의 지식이나 기능을 바탕으로 수학적 

발견술이나 전략을 적용하여 다양하면서 종합적인 사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적 추론’은 수학적 현상이나 사실 등을 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잠

재되어 있는 수학적 규칙성이나 원리, 구조 등에 결론적으로 이르기 위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의 아이디

어나 생각 등을 수학적 표현수단을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 교육과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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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적 문제해결

NCTM에서 문제 해결을 해결방법이 미리 알려지지 않는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수학적 문제해결은 수학의 문제나 상황 속에서 문제해

결을 위해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문제해결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또는 보완하고 적절한 전략이나 사

고 과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문제해결 과정이나 완결 후 문제 제기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다.
· 문제해결에서 얻은 결과와 사용된 전략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

할 수 있다.

수학적 문제해결은 학습자가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수학적 문제 상황을 극복하

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적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

(1993)에서는 문제 해결력의 신장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보는 경험으로 보았

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이 보다 확실하

게 이해가 되며,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의사결정과 같은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수학적 추론 

  NCTM에서 수학은 곧 추론하는 것이고 추론 없이는 수학을 할 수 없다고 말

하며,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추측하며 추론하는 능력을 수학적 힘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즉, ‘수학적 추론’은 수학적 현상에 대해 관계된 원리나 

규칙 등을 밝히기 위해 논리적 사고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추

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수학적 추측이나 주장을 만들고, 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정당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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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적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을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Polya는 수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역적 사고보다는 귀납적 사고를, 직접적인 

개념 제시보다는 관찰과 추측에 의한 발견을,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보다는 

관련된 대상에 대한 유추를 통해 수학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수학적 추론은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유비추론으로 나뉜다. 귀납적 추론은 

관찰 실험, 측정, 세어보기, 열거하기 등을 통해 예상하여 개개의 구체적이거나 

특수한 사실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이끌어 

내는 사고 방법이다. 연역적 추론은 일반적인 명제나 보편적인 원리, 법칙을 바

탕으로 보다 특수하고 개별적인 원리, 법칙을 이끌어 내는 사고 방법을 말한다. 
유비추론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이 성립하는 성질로부터 그와 유사한 

대상에서 성질이나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사고방법을 말한다.

3) 수학적 의사소통

  이종희, 김선희(2002)에 따르면 수학적 의사소통은 학생 자신과 학생들, 그리

고 교사와 학생 간에 수학에 관한 정보와 아이디어, 느낌, 수학 기호 등을 교환

하거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읽고, 쓰고, 아이디어를 말하고, 듣고, 활동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적 지식이나 아이디어 

등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

적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다.

· 수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다.
· 자신의 수학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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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개선시킬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은 수학 수업에서 주어진 수학 문제 상황에 대해 탐구, 토의, 설명 등의 

활동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발전시킨다. 예전의 의

사소통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의사소통은 학생과 학생사이, 교사와 학생사이, 교사와 학

급사이에 일어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 기능을 가르치는 형식으

로 변화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증가되었다.

3. 통계 교육의 문제점 

  통계교육의 목적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발견된 지식을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통계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에서 통계 교육은 기계적으로 자료를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함으로써 

학습한 자료의 표현과 해석과정의 학습 내용이 더 발전되지 못하고, 실제적인 통

계적 사고 경험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통계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보면 추론하고 예측하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주어지 자료에 대한 간단한 수치 계산과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며.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나 문제는 가상적인 현상에서 꾸며낸 자료들이 많이 구성

되어 있다.
  우정호(2000)은 우리나라의 통계 교육은 실세계의 이해와 예측을 위한 자료 

분석 도구로서의 통계의 실제를 가르치기 보다는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위

적인 예를 바탕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화(1996)는 실생

활과 관련 없는 자료는 잘못하면 학생들을 통계에 대한 제한된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았고, 통계의 기본적 개념이나 실용성 및 연결성을 강조, 확장, 적용

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김인하(2007)은 이

러한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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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추론과 예측을 강조하는 통계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 및 문제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자료이거나 꾸며낸  

문제들이다.
  셋째, 통계교육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설계한 후 결과를 해석

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통계적 사고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 자료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공해야하

며, 단순 계산과 해석 말고 자료에 대해 예측과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교과서

에 구성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 된 자료들은 가상적인 자료보다는 

실제적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통계의 가치와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7 -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교과서 통계단원을 바탕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7학년도 한국검인정교과서 협회가 인정한 2009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는 총 13종이며,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 연구자는 교과서 총 13종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표 Ⅲ-1>은 연구자가 선정한 교과서이다. 출판사를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고, 알파벳을 사용하여 분석할 교과서를 A, B, C, D, E, F, G, H, I, J, K, 
L, M으로 표시하여 간단히 나타내기로 하였다.

교육과정 출판사 구분 대표저자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 교과서 A 고호경 외 12인
금성출판사 교과서 B 정상권 외 6인

대교 교과서 C 허민 외 8인
두 배의 느낌 교과서 D 신준국 외 12인
두산동아 교과서 E 강옥기 외 8인
두산동아 교과서 F 우정호 외 16인
미래엔 교과서 G 이강섭 외 10인

비상교육 교과서 H 김원경 외 8인
좋은 책 신사고 교과서 I 황선욱 외 8인

지학사 교과서 J 신항균 외 6인
천재교과서 교과서 K 류희찬 외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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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출판사 별 교과서 명칭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통계 단원에서 

실제적 자료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실제적 자료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실제적 자료 문항에 대한 분석 기준 설정

⇩
13종 교과서에서 통계 단원에 수록된 

실제적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

⇩
설정한 기준에 적용하여 분석 및 결론

[그림 Ⅲ-1] 연구 절차 과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자는 실제적 자료에 대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서 실제적 자료의 가치와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근거에 맞게 실제적 

자료 문항에 대한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고, 총 13종의 출판사 교과서를 수집하

였다.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수록된 통계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을 각 교

천재교육 교과서 L 김서령 외 10인
천재교육 교과서 M 이준열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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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마다 추출하여 분류하였고, 추출한 자료들을 분석할 때에는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 기준을 통해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또한 

그 실제적 자료의 문항이 강조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3. 분석기준 설정

  통계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탐색하고, 실제

적 사건에 대한 분석과 해석,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강섭(2009)은 우리나라

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추론과 예측, 평가

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통계교육에서 복잡한 계산관련 내용 보다는 실제

적 자료에 근거한 상황을 교과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총 13종의 각 교과서 통계 단원에 수록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과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실제적 자료는 실제 현상에서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국가

통계포털, 기상청, 국가 안전 관리부, 환경통계포털사이트, 대한체육회 등과 같이 

출처가 명확한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실제적 자료라고 판단하였고, 가상적

으로 꾸며내거나 실제 현상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상

적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과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

항에 각각 해당하는 사례는 [그림 Ⅲ-2]와 [그림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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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출처가 명확히 제시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

[그림 Ⅲ-3]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

  [그림 Ⅲ-2]에 제시된 문항은 자체에 (출처: 대한 축구 협회)라고 명확히 제

시된 문항이다. 이런 경우는 바로 실제적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명확히 제시 되어 있지 않은 교과

서들도 있었다. 이러한 교과서 문항들은 맨 뒤에 수록된 참고문헌 및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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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료 출처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으면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라고 판단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 [그림 Ⅲ-4]은 해당하는 사례이다.

 

[그림 Ⅲ-4]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

  둘째,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을 분석 한 후 실제 통계 자료의 주제 유형들

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제적 자료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나타

내고 있어서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한 주제별 통계 영역을 참고하여 크게 환경, 
의학, 경제, 사회, 스포츠로 나누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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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자료의 분류 기준은 아래 <표 Ⅲ-2>와 같다.

주제 분 류 기 준

환경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기후, 대기배출계정, 대기오염물질배

출시설 및 배출량, 상·하수도, 연안습지면적현황, 오염, 온실

가스배출통계, 재활용, 주요 도시 환경소음도 현황, 폐기물 

등

스포츠

공공문화체육시설, 국민생활체육참여, 장애인생활체육, 베이

징올림픽, 체육선수들의 기록, 야구기록, 축구경기기록의 수 

등

의학

건강보험, 공공의료기관 현황,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사망원

인, 보건소운영현황, 자살실태조사, 체력 및 체격, 환자조사 

등

경제
경제, 소비자물가조사, 전국지가변동률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소득지출, 무역경기지수, 경제심리지수, 예산, 무역 등

사회
인구, 근로환경조사, 범죄, 성희롱실태조사, 신혼부부, 재해, 
가정폭력, 노인실태조사, 고령화, 아동종합실태조사, 행정 등

기타
생명표, 교육, 문화, 교통, 농림어업, 광고업·에너지, 도소매·
서비스, 건설·주택·토지

<표 Ⅲ-2> 실제적 자료 분류 기준

  셋째,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통계 단원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과정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수학적 과정 구성요소는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 중심으로 보았고, 이 구성 요소들의 문항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

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하위 능력 요소들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에 맞게 교과서의 문항이 더 의미 있게 구성되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세분화된 하위능력요소들이 결국 평가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표 Ⅲ-3>은 2011년 과정 중심의 수학과 평가방안 연구에 제시된 수학적 

과정의 평가 요소이다. 이 표를 기준으로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 요소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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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교과서에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제시 되어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수학적

과정
수학적 과정의 평가요소

문제

해결

실세계 상황에서 수학적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

다른 교과 관련 상황에서 수학적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

문제를 수학적 기호 그림을 사용하여 다시 표현하는 능력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건의 확인 또는 보완 능력

문제해결에 적절한 형태로 표현을 변환하는 능력

문제해결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

문제해결에서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점검하는 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또는 방법을 찾는 능력

관련된 문제를 만드는 능력

문제해결 전략 또는 결과를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실세계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른 교과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추론

수학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수학적 관계를 찾아 표현하는 능력

수학적으로 추측하는 능력

수학적 추론에 근거한 정당화 능력

수학적 추론 과정을 점검하는 능력

추론 과정과 결과를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능력

추론 과정과 결과를 변환하거나 확장하는 능력

의사

소통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자신이 문제해결 또는 추론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자산의 문제해결 또는 추론 과정을 반성적으로 점검하여 표현하는 능

력

다른 사람의 문제해결 또는 추론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석하거나 평가

하여 표현하는 능력

문제해결 또는 추론 과정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문제해결 또는 추론 과정의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능력

문제해결 또는 추론 과정의 표현을 확장 또는 일반화하는 능력

<표 Ⅲ-3> 수학적 과정의 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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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에 제시된 기준을 통하여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을 문제해

결, 의사소통, 추론으로 분석한 후 분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각각 [그림 

Ⅲ-5], [그림 Ⅲ-6], [그림 Ⅲ-7]과 같다.

[그림 Ⅲ-5] 수학적 과정 요소 문제해결 문항

[그림 Ⅲ-6] 수학적 과정 요소 추론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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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수학적 과정 요소 의사소통 문항

  그리고 실제적 자료에 따른 문항의 세부 문항들은 각각 하나의 문항으로 보고 

분류하였다. 또한 문항에서 강조하는 수학적 과정 요소가 하나가 있는 문항도 있

는 반면에 2 ~ 3가지가 포함된 문항도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문항에서 강

조하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아 분석하였다. 이처럼 2가지 이상의 구

성요소를 포함하는 문항의 예는 다음[그림 Ⅲ-8]과 같다. 

[그림 Ⅲ-8] 수학적 과정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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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앞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통계단원의 문항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통계단원에 제시된 실제적 자료 문항의 구성과 유형

  13종의 교과서에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을 조사한 후 그 중 실제적 

자료와 가상적 자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3종의 교과서에 제시된 문항 수들의 

합계를 가지고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이에 해당하는 표는 아래의 <표 

Ⅳ-1>와 같고, [그림 Ⅳ-1]은 구성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날 때 소수점 자리를 

제외하여 표기하였다.

교과서 실제적 자료 가상적 자료 합계

교과서 A 4 43 47(8.51%)
교과서 B 1 30 31(3.22%)
교과서 C 9 26 35(25.71%)
교과서 D 6 28 34(17.64%)
교과서 E 6 32 38(15.78%)
교과서 F 10 29 39(25.64%)
교과서 G 10 17 27(37.03%)
교과서 H 4 27 31(12.90%)
교과서 I 6 43 49(12.24%)
교과서 J 7 13 20(35%)
교과서 K 5 30 35(14.28%)
교과서 L 3 39 42(7.14%)
교과서 M 7 37 44(15.90%)

합계 78(17%) 394(83%) 472(100%)

<표 Ⅳ-1> 실제적 자료와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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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실제적 자료 유형 문항 구성 비율 

  우선 2009 개정 따른 수학 교과서에 수록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은 총 

472문항이다. 그 중에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은 총 78문항이고,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은 총 394문항이다.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수를 백분율

로 나타냈을 때, 실제적 자료와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은 각각 17%, 83%로 

구성되어있다.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보다 가상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약 

5배에 다다르며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교과서에 적게 수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적 자료 문항이 교과서별로 구성 비율을 보면 G교과서는 27문항 중 

10문항으로 37.03%로 구성 비율이 제일 높고, 다음은 J교과서는 35%, 다음으로 

C교과서 25.71%, F교과서 25.64%, D교과서 17.64% 순으로 나타났다. 제일 낮

은 비율은 3.22%인 B교과서로 제일 구성 비율이 높은 G교과서와는 약 1/12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마다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의 비율 차이

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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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출판사별로 조사한 실제적 자료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
류 후 교과서에 제시된 문항 수들의 합계를 가지고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아래의 <표 Ⅳ-2>와 같다

교과서
실제적 자료

환경 스포츠 의학 경제 사회 기타 소계

교과서 A 2 1 0 0 0 1 4
교과서 B 1 0 0 0 0 0 1
교과서 C 4 0 0 0 1 4 9
교과서 D 4 0 0 0 0 2 6
교과서 E 3 2 0 1 0 0 6
교과서 F 3 1 0 0 4 2 10
교과서 G 3 5 0 0 2 0 10
교과서 H 1 0 0 0 0 3 4
교과서 I 4 0 1 0 0 1 6
교과서 J 2 3 0 0 2 0 7
교과서 K 1 2 0 0 1 1 5
교과서 L 1 1 0 0 1 0 3
교과서 M 2 2 1 1 0 1 7

합계
31

(39%)
17

(22%)
2

(3%)
2

(3%)
11

(14%)
15

(19%)
78

(100%)
<표 Ⅳ-2> 실제적 자료 유형별 문항 수

[그림 Ⅳ-2] 실제적 자료 문항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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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자료의 유형 중 환경 유형이 총 78문항 중 31문항으로 전체 구성 비율

의 39%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환경유형의 실제적 자료는 13종의 교과서

에 모두 수록되어 있었고, 자료 출처 대부분은 기상청에서 가져왔다. 이러한 자

료는 기온과 황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

[그림 Ⅳ-3], [그림 Ⅳ-4]과 같다.

[그림 Ⅳ-3] 실제적 자료 환경 유형 사례 (황사,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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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실제적 자료 환경 유형 사례 (황사, 기상청)

  다음으로는 스포츠 유형이 많았다. 스포츠 유형은 총 78문항 중 17문항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 유형은 5종 교과서(교과서B, C, F, H, I)를 제외한 

8종의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대한체육회, 올림픽에 관한 자

료가 많았다.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 [그림 Ⅳ-5], [그림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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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실제적 자료 스포츠 유형 사례 (A매치출천횟수, 대한축구협회)

[그림 Ⅳ-6] 실제적 자료 스포츠 유형 사례 (올림픽 금메달 수,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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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유형은 사회유형으로, 총 78문항 중 11문항으로 전체의 14%로 13종 교

과서 중에 6종 교과서(교과서 C, F, G, J, K, L)에 수록되어 있었다. 사회 유형 

자료들은 인구에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출생아 수, 입국자 수, 
다문화 가구 수 등 인구에 관한 통계자료가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해당하는 사

례는 다음 [그림 Ⅳ-7],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7] 실제적 자료 사회 유형 사례 (인구 수,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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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실제적 자료 사회 유형 사례 (다문화 가구 수, 국가통계포털)

  다음으로 의학유형과 경제유형은 총 78문항 중 각각 2문항씩으로 전체의 3%
를 차지하였다. 의학이나 경제 유형은 다른 유형들만큼 실제 현상에서 통계자료

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의학 유형은 총 13종 교과서 중에 교과서 I와 교과서 J에만 수록되어 있

었고, 경제 유형도 총 13종 교과서 중에 교과서 E와 교과서 M에 수록되어 있었

다. 의학 유형는 수면시간과 국민의 헌혈률에 관한 통계자료가 제시되어 있었고, 
경제 유형은 조세 부담률과 생활 물가 지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교과서에 제시되

어 있었다.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 [그림 Ⅳ-9], [그림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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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실제적 자료 의학 유형 사례 (수면 시간, 질병관리본부)

[그림 Ⅳ-10] 실제적 자료 의학 유형 사례 (헌혈률, 대한적십자사)

  마지막으로 기타유형은 총 78문항 중 15문항으로, 전체의 19%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 자료는 연구자가 설정한 환경, 스포츠, 의학, 경제, 사회 자료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기타자료로 보았다. 기타 자료 유형의 소재는 다양했으며, 
한 교과서에 한번만 실린 다른 자료들에 비해 개봉 영화 편수 자료는 두 종의 

교과서에 조금 더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 

[그림 Ⅳ-11]과 같다.



- 35 -

 

[그림 Ⅳ-11] 실제적 자료 기타 유형 사례 (개봉 영화 편수, 영화진흥위원회)

  실제적 자료 소재 유형들을 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 단원에 제시된 모

든 소재들을 아래의 <표 Ⅳ-3>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유형 자료 소재

환경

기온의 변화(최고 기온), 연간 지진이 발생한 횟수, 도시의 불쾌지

수, 세계 주요 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일평균 기온, 자전

거 전용 도로 노선 수,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 수, 일교차, 도시별 

미세먼지의 양, 황사, 온실가스 배출량, 태풍의 개수, 일조 시간, 전
국의 풍속 자료, 물 소비량, 밤 시간대 소음도, 대기오염

스포츠

우리나라 농구대표팀의 선수들의 키, 동계올림픽에서 얻은 금메달 

수, 최다 승리 투수들의 승리 경기 수, A매치 경기에 출전한 횟수,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경기 결과, 핸드폰 여자 국가대표팀의 키, 
프로야구선수의 타격 기록, 베이징 올림픽 야구경기결과, 올림픽 

금메달 수, 역도 선수 경기 자료, 남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키, 
몸무게, A매치 출전 횟수,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대회 점수 

베이징 올림픽 메달 획득 순위, 미국 프로 농구 선수의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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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교과서에 수록된 실제적 자료 유형 소재

2. 실제적 자료 문항에서 강조하는 수학적 과정 구성과 유형

  먼저 13종의 교과서에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의 수학적 과정을 분류하

였다. 교과서별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12]과 같다. J교과서가 16문
항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F교과서 15문항, G교과서 14문항, D교과서 13
문항 순으로 상위권에 나타났다. B교과서와 L교과서는 4문항, H, K교과서는 5문
항이 포함되었다.

의학 수면시간, 국민의 헌혈률

경제 조세 부담률, 생활물가지수

사회
관광객 수, 유형 문화재의 수, 고령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인구수, 
다문화, 외래객 입국자 수, 국회의원, 출생아 수

기타

조선 시대 왕의 재위 기간, 인터넷 이용자 수, 축제 횟수, 개봉 영

화 편수, 필즈상 역대 수상 현황, 공공 도서관의 개수, 산불 예방 

시설의 개수, 바둑 기사 우승 횟수, mp3판매 횟수, 공수법 인사, 
선플 개수, 제주 올레길 코스, 1인당 장서 수, 수학 올림피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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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실제적 자료 문항의 수학적 과정

  그 다음에는 실제적 자료 문항들을 수학적 과정 구성요소인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후에는 13종의 교과서의 수학적 문항 구성요소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백분율로 나타날 때는 소수점 자리를 제외하여 표기하

였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다음 <표 Ⅳ-4>과 같고, 수학적 문항 구성 비

율은 다음 [그림 Ⅳ-13]과 같다. 
교과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합계

교과서 A 4 1 1 6
교과서 B 3 0 1 4
교과서 C 9 0 0 9
교과서 D 6 2 5 13
교과서 E 5 5 0 10
교과서 F 10 1 4 15
교과서 G 12 0 2 14
교과서 H 3 0 2 5
교과서 I 5 0 3 8
교과서 J 15 0 1 16
교과서 K 4 0 1 5
교과서 L 3 0 1 4
교과서 M 7 0 2 9

합계 86(73%) 9(8%) 23(19%) 118(100%)
<표 Ⅳ-4> 수학적 과정 구성요소 문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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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수학적 과정 요소 구성 비율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에서 수학적 과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은 총 

118문항이다. 문제해결 요소는 118문항 중 86문항으로 전체의 73%으로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다. 각 교과서마다 문제해결 문항수를 보면 다음 [그림 Ⅳ-14]
과 같다.

[그림 Ⅳ-14] 실제적 자료 문항에서의 문제해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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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교과서가 15문항으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G교과서 12문항, F교과서 10문
항, C교과서 9문항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문항수가 적은 교과서는 3문항으

로 B, H, L교과서이다. 문제해결 문항은 추론과 의사소통과 달리 모든 교과서에 

다 제시되어있다. 

[그림 Ⅳ-15] 실제적 자료 문항에서의 추론 수

 다음 추론 요소를 보면 총 9문항으로 전체의 8%을 구성하고 있다. 추론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 했을 때는 문제해결의 약1/9배, 의사소통의 약 1/2배로 다른 

요소들의 비해 문항수가 제일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위 [그림 Ⅳ-15]은 교과서

별 추론 문항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교과서 A,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

에서는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의 추론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E교과서 5
문항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D교과서 2문항, A와 F 교과서는 1문항씩 구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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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실제적 자료 문항에서의 의사소통 수

  그 다음은 의사소통 요소이다. 의사소통 요소는 23문항으로 전체의 19%을 구

성하고 있다. 추론 요소보다는 많았지만 문제해결과 비교했을 때는 문제해결요소

의 약 1/3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6]은 교과서별 의사소통 문항 수를 나

타낸 것이다. 교과서 C, E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 11종은 모두 의사소통 문항

들을 가지고 있었다. D교과서 5문항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F교과서 4문항, 
I교과서 3문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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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수학교과서의 통계단원에 제시된 실제적 자료 문

항의 구성과 유형, 그리고 실제적 자료 문항에서의 수학적 과정요소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통계단원에서 제시된 문항에서 실제적 자료의 구성

과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통계단원에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에서 강조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13종
의 교과서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과서에서 제시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 중 실제적 자료와 가상적 

자료의 구성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과서에서는 가상적 자료가 실제적 자

료보다 훨씬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서 실제적 자료 구성 비율을 

보았을 때는 교과서마다 구성비율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성 비

율이 높은 교과서는 약 37.03%인 G교과서이고 구성 비율이 제일 낮은 B교과서

는 약 3.22%이다.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G교과서와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B
교과서와의 차이는 약 12배임을 알 수 있다. B교과서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적 자료의 구성 비율은 3.22%인 반면에 가상적 자료의 구성 비율은 

96.78%으로 실제적 자료 문항과 가상적 문항의 차이가 약 32배로 제일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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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통계는 현상에서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발견된 지식을 문제 해결하

는데 적용하도록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교과서에는 현실에 적용하거나 연

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상적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

어 있어 학생들이 통계에 대한 실용성이나 연결성, 가치를 느끼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에서 자료 유형 구성을 살펴

보면 환경유형이 39%, 스포츠 유형이 22%, 사회 유형이 14%, 경제 유형이 

3%, 의학 유형이 3%, 기타 유형이 19%로 활용되고 있었다. 제일 많이 활용되

는 환경유형과 적게 활용되고 있는 경제, 의학 유형의 차이는 약 13배임을 알 

수 있다. 환경유형과 스포츠 유형, 사회 유형처럼 경제, 의학 유형도 실제 현상에

서 많은 통계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교과서에는 이러한 자료유형

들이 많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자료 유형을 많이 활용하여 통계 자료들이 현 실생활과 가깝게 느끼고 

그 자료들을 통해 유형에 맞는 사회 문제들이나 실제 현상에 대해 해석하고 해

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소재들이 한계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의 수학적 과정요소들의 합

계를 보면 문제해결은 전체의 73%, 추론은 전체의 8%, 의사소통은 전체의 19%
를 구성하고 있었다. 의사소통과 추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문항에 비해 문제 해

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문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푯값과 산포도, 중앙값, 최빈값 등을 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문항들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통해 해석

하고 실제 현상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표현해보고 생각해보

는 문항들도 많아야 학생들이 실제 현상에서 사용하는 통계의 유용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추론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문항들이 부족하여 통계를 단순 계산에서 멈춰 더 나아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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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추론과 의사소

통 문항을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

록 교과서의 수학적 과정 요소들을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직 교과서에는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이 

적고, 실제적 자료의 소재유형과 수학적 과정요소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교과서가 아직 출판되지 않

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생활 중심에서의 통계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번 교육과

정에 따라 출판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을 분석해볼 필

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산 위주의 문제해결 문항 보

다는 추론과 의사소통 문항을 접하도록 변화되어야하며, 가상적 자료보다는 다양

한 실제적 자료 유형들을 활용하여 통계 수업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도

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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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es and functions of practical data included in 
statistics chapter for third grade of middle 

school1)

kim, songyi

Mathemat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yungeon

  Purpose of statistics education is to develop statistical thinking ability 
which can be applied to solution of actual problem using the knowledge 
obtained from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However, current statistics 
education in Korea only teaches calculating data into formula mechanically 
and is unable to provide proper chance to experience express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data.
 The statistics subject is required to bring up practical data to interpret and 
apply, but the current text book suggests hypothetical data rather than 
practical data. The sources of data come from actual living, but it is too 
well tempered, and only requires mechanical and simple calculation. Thus, 
students regard statistics class boring and not interesting.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the types and functions of 
practical data and how the middle school third grader's textbook compos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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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data about statistics chapter. For this, the study examined 
questions utilizing statistical data suggested in 13 textbooks published since 
revision in 2009, and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analyzed types and 
functions of practical data. As the result, number of questions using 
hypothetical data was 5 times larger than questions using practical data 
among the questions utilizing statistical data in 13 types of textbooks. 
Among the statistical data suggested on textbook by publications, the one 
with the highest rate utilizing practical data was 37.09% while the lowest 
was 3.22% which indicated significant gap. For questions utilizing practical 
data, the types of data were in order of environmental (39%), sports 
(22%), others (19%), social (14%), economic (3%), medical (3%). Also, 
among the questions utilizing practical data suggested in 13 textbooks, when 
analyzing the mathematical process element, there were 73% of problem 
solving, 19% of communication, and 8% of inference. Also, all textbooks 
suggested questions requiring problem solving ability, but questions about 
communication and inference are only suggested in some textbooks.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confirmed the necessity for textbooks to be 
published by the newly revised curriculum in 2015 to include more 
questions utilizing practical data to teach students about mathematical value 
and its usefulness. Also, to let students have various statistical thinking 
experiences, more inference, communication questions should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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