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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공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IB는 대학 입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DP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
는 2019년에 개정된 IB DP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DP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 면담을 통하여 IB DP 수학
내용과 교수ㆍ학습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B DP의 수학 내용
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평가 문항을 쉽게 하여 개념 이해 중심으로 학습 결과가 도
출되도록 하고 있었고, 수학 교과목 이외에도 지식 이론, 소논문, 창의 봉사 활동에서도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탐구 중심의 수학 수업과 공학 도구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교과를 아우르
는 개념을 통해 연결성이 강조되며, 교수ㆍ학습과 평가의 일관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생 진로에 따라 관련 수학 내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빅 아이디어 중심의 핵심 개념을 지도하여 학
생들이 지식 간의 연결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탐구 중심의 수업과 공학 도구 활용이 더 활성화되어
야 할 것과 교육목표, 교수ㆍ학습, 평가의 일체화를 고등학교 수학 교육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IB DP, 수학, 탐구, 모델링, 공학 도구, 연결성, 빅 아이디어
ABSTRACT.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is a well-known international curriculum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 in 1968. IB’s purpose is to nurture global talent with creativity and international
minds and so many countries globally such as France, Spain, and Japan have adopted the IB curriculum. This study
analyzed mathematics contents and teaching and learning approaches of the IB DP which is a high school level
curriculum and interviewed a mathematics teacher working for an IB DP school. As a result, the IB DP comprises a
higher level of mathematics contents compared with the Korean mathematics curriculum, but guides teachers to provide
conceptually-focused lessons by controlling the difficulty level of assessment items Additionally, the IB DP emphasizes
inquiry-based teaching and learning approaches, use of technology, connections of mathematics and other subjects, and
the consistency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assessment.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e direction of high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in regard to mathematics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the consistenc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s.
KEYWORDS: IB DP, mathematics, inquiry, modelling, technology, connection, big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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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함에 있어 여러 국가에서 인정되는 표준 교육과
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조사하려

최근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국제화는 교육

한다. IB는 국가 간 이동이 잦은 주재원 자녀들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고, TIMSS와 같은 국제 성

에게 일관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취도 평가에서 표준적인 평가틀이 적용되어 특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

정 연령에서 기대되는 교육 결과는 세계 각국의

에 의해 개발된 국제 교육과정으로서, 여러 나라

교육에 어느 정도 합의된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

의 교육제도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증

다. 이러한 국제화는 교육제도의 동형화를 이끌

대되고 있다. ISC research에 따르면 IB 교육과정

었고(Sung, 2010), 교육과정의 세계 통용성을 통

은 2018년 기준 9,549개 학교, 5백만 명의 학생

해 전 세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보편

에게 적용되고 있다(Chung & Kwon, 2019, p.

적 지식, 가치, 행동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초중

19). 또한, 일본은 국가 교육과정으로 IB를 채택

등 교육뿐 아니라(Kim, 2016) 대학의 경우도 세

하여 일본어로 된 교육을 자국의 학생들에게 제

계 공통 교육과정을 만드는 시도가 있다(Hong,

공하고 있는 실정이다(Lim, 2015).

2011). 이러한 세계적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 교

그동안 IB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 총론

육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은 수학교육에서도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IB DP 도입 현황과 사

시도되었는데 Na, Park, Kim, Kim, & Lee(2018)

례(Ha, Hong, & Park, 2012; Jeong, 2013; Lim,

는 미래 수학교육의 방향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

2015), IB DP 이수 및 운영(Gim, 2008; Park,

하였고, Kim et al.(2019)은 각국의 수학교육 동

Kim, & Hong, 2013; Kang, Park, & Hong, 2007),

향을 살펴본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세계 각국

대학입시와의 관련성(Kang, Hong, & Sung, 2006;

의 최근 수학과 교육과정과 정책을 살펴보고 우

Han & Park, 2009)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IB

리나라 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의 수학교육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는 고등학

본 연구는 중등교육이 마무리되는 고등학교에

교 대수 영역을 우리나라와 비교한 Yang, Choa,

초점을 두고자 한다. 많은 국가에서 의무교육은

& Choe(2015)와 IB 초등 과정(Primary Years

만 15세에 종료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Programme: PYP)과 중학교 과정(Middle Years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고, 더구나 4차 산업혁명

Programme: MYP)의 수학 내용 및 교육 방법에

은 지식을 자원으로 하고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

대한 Kim, Lee, & Kim(2020)의 연구뿐이다. 이에

는 점에서 그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초, 중

본

학교보다 고등학교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

(Diploma Programme)의 수학 교육 내용과 교수・

색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이 마무

학습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IB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DP

리되고 진학과 진로의 갈림길에 있는 학생들에게

DP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

미래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엄중하게 선정하여

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에 어느 수준의

제공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 내용

교육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

과 방법을 토대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시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선수과목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미래를 전망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목을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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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기 위한 준비를 잘 시켜주고 있다(Kang,

목표는 IB의 인재상(learner profile)을 키우는 것

2007).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세계 유수의 대

이며,

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면서도 IB는 입

teaching & approach to learning; ATT & ATL)을

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올바른 정체성

적용한다.

을 확립할 수 있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Knowledge), 소논문(Extended essay), 창의 봉사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IB

활동(Creativity, Activity, Service; CAS)의 세 가지

DP는 IB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개발되어 IB 교

를 교과목과 별도로 이수해야 하고, IB DP의 교

육과정 취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DP는 7년의

과목은 언어 및 문학 연구(Studies in language

연구를 통해 2019년 개정되었으며, 2019년 8월부

and literature), 언어습득(Language acquisition), 개

터 학교에 도입되어 2021년 5월에 첫 외부 평가

인과 사회(individuals and societies), 과학(Science),

가 이루어져 2021학년 대학 입학에 적용될 예정

수학(Mathematics), 예술(The arts)의 6가지로 구성

이다. IB DP는 높은 학업 성취동기를 가지고 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교수ㆍ학습법(Approach

지식

이론(Theory

to

of

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자 국제
적으로 공인된 수준이며 최근 시대적 배경을 가
장 잘 반영하여 미래 교육을 예측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IB DP를 분석한다면 우리나
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약점을 보완하고 대학수
학능력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시사
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Kang, Park, & Hong,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IB DP의 교육과정과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를 토대로 IB DP 수학교육
의 특징을 도출하고 DP 과정을 지도하는 교사
면담을 통해 그 특징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미
래 고등학교 수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Figure 1. The diploma programme model (IBO,

무엇인지,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

2019a, p. 2)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IB DP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탐구하는 사람
(Inquirers), 지식을 갖춘 사람(Knowledgeable), 사고
II. IB DP 교육과정 개관

IB DP는 만 16세에서 19세의 학생들이 교육받
을 수 있는 2년간의 교육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
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IB DP를 간
단히 나타낸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IB DP의

하는 사람(Thinker), 소통하는 사람(Communicator),
원칙을 지키는 사람(Principled), 개방적인 사람
(Open-minded), 돌보는 사람(Caring), 과감하게 도
전하는 사람(Risk-taker), 균형 있게 발전하는 사
람(Balanced), 성찰하는 사람(Reflective)이다(IBO,
2019a). IB DP의 ‘교수ㆍ학습법’은 인재상과 연
결되어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키고 학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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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준비하도록 돕는 전략으로 제시되는데,

생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개인 연구를

MYP에는 학습법만 제시되어 있지만 DP에서는

수행하여 대학 수준의 소논문을 작성한다. ‘창의

교수법도 제안하고 있다. 학습법(ATL)은 사고

봉사 활동’은 IB의 미션과 인재상을 구체화하기

기능, 사회적 기능, 의사소통 기능, 자기 관리 기

위한 것으로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

능, 연구 기능의 5가지이고, 교수법(ATT)은 탐구

도록 하는 과정이다. ‘창의’는 예술 과목을 수강

중심, 개념 중심, 맥락화, 협력, 차별화, 평가의

하거나 창의적 사고와 관련한 경험, ‘봉사’는 인

일체화의 6가지로 제시되어 있다(IBO, 2019a, p.

재상을 드러내는 자발적인 교류, ‘활동’은 건강

4). IBO(2019a)에 따르면, 이렇게 DP 모형에 교

한 생활을 위한 체육을 말하며, 이 세 가지 활동

수ㆍ학습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교사가 구조화된

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탐구와 비판적, 창의적 사고에 더 의미 있게 학

IB DP의 모든 교과목은 각각 SL(Standard

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각 주제

Level)과 HL(High Level)로 구분되어 이수 체계

와 학생들의 이전 지식의 연결을 증진시키도록

가 분명하다. 학생들은 6개 교과목 중 3개 이상

하며,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활동적

의 과목에서 HL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 DP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도록

의 수학 교과목에 대한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하고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을 성공적

수학의 내용 영역은 수와 대수, 함수, 기하와 삼

으로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DP 경험의 일관성과

각함수, 통계와 확률, 미적분으로 구성되며, 개념

적절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pp. 4-5).

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12개의

IB DP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식 이론, 소논문,

관련 개념과 연결된다. 그리고 지식 이론, 창의

창의 봉사 활동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IB

봉사 활동, 교수ㆍ학습법, 국제적 마인드가 수학

DP의 핵심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식 이

교과목과 관련된다.

론’은 특정 지식 자체를 아는 것보다 앎의 과정
에서 비판적 사고와 탐구가 중요함을 인식시키
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과정이며, 학생들은 지식
의 본질,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지식 이론에서 학생들은 지식이
주장하는 바를 분석하고 지식의 구성에 대한 질
문을 탐구하며,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개인
의 지식과 공유된 지식을 연결한 것을 보여주어
야 한다. 지식 이론은 별도의 수업 시간으로 운
영되지만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목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지어 지도될 수 있다. ‘소논
문’은 학생들이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4000
단어 정도의 글로 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Figure 2. IB DP mathematics model (IBO, 2019a,

연구 분야는 6개 교과목 중 선택하거나 여러 학

P. 7)

문을 연결할 수도 있다. 지도교사가 정해지고 학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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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들은 DP에서 SL과 HL 중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교사의 조언을 구하여 결정한다.

한 교수ㆍ학습을 설계하기 위해 활용되는데, 교

IB DP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와 대수, 함수,

사는 학습할 주제와 관련 개념에 초점을 두어

기하와 삼각함수, 통계와 확률, 미적분’의 5가지

수업을 구성한다. 수학 교과목에서 ‘지식 이론’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IBO, 2019b). 5가지 영

을 연결한다면 수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타

역은 <수학: 분석 및 접근>과 <수학: 응용 및 해

교과목과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석> 두 과목의 SL, HL 과정에 모두 포함된다.

것이며, 수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수학 지식이 창

DP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HL의 교수 시간은

조된 것인지 아니면 발견될 수 있는 것인지와

240시간이고 SL은 150시간이다. 과목의 특성에

같은 질문들을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게

맞게 내용 영역과 정해진 학습 시간에 차이가

할 수 있다. ‘창의 봉사 활동’은 수학과 연계될

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수 있는 활동 경험을 프로젝트로 수행하거나 주
변 세계에서 수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able 1. IB DP mathematics syllabus outline

지를 인식하는 경험이다. ‘국제적 마인드’는 수

(IBO, 2019a, p. 23)
(단위: 시간)

학적 정보와 아이디어의 국제적 교류가 수학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수학

내용 요소

은 국제적인 언어이며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의
사소통될 수 있고 과학과 기술 발달을 도우며
기술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학생들이 인식
하게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많은 국제기관들
이 수학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학 관련 조직의
웹사이트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

수와 대수
함수
기하와 삼각함수
통계와 확률
미적분
수학 연구
총 시간

수학: 분석
및 접근
SL
HL
19
16
21
11
25
26
27
6
28
27
30
150

수학: 응용
및 해석
SL
HL
20
13
31
11
18
28
36
16
19
22
30
240

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의 국제적
차원을 인정하고 수학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19년에 발표된 IB DP 수학 과목은 총 4가지
로 <수학: 분석 및 접근 Standard Level>, <수학:
분석 및 접근 High Level>, <수학: 응용 및 해석
Standard Level>, <수학: 응용 및 해석 High
Level>이다. <수학: 분석 및 접근>은 수학, 공학,
일부 경제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학: 응용
및 해석>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통계, 경
영, 심리학,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택
한다. 대체로 MYP에서 심화수학을 한 학생들은
DP에서 HL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기본수학을

<수학: 분석 및 접근>의 SL과 HL은 미적분,
<수학: 응용 및 해석>의 SL은 통계와 확률, HL
은 기하와 삼각함수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
다. SL과 HL의 영역별 시간 분배는 통계와 확률
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SL과 HL 과정 모두
‘수학

연구(The

toolkit

&

the

mathematical

exploration)’에 30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수학
연구는 학생들이 개별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조
사, 문제해결, 모델링 기능을 다루는 것이며
ATT와 ATL을 적극 활용한다. 이 30시간을 제외
한 HL의 210시간과 SL의 120시간에 대한 영역
별 배정 수업 시간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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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Table 2. Common contents in DP SL
영역

III. IB DP 수학 내용

수와
대수
함수

이 장에서는 IB DP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수학은 IB DP의 6개 교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수학: 분석 및

기하와
삼각함수
통계와
확룰

접근>과 <수학: 응용 및 해석> 중 하나를 선택
하고, 그 안에서 SL과 H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미적분

내용 요소
등차수열, 등비수열, 급수, 지수와 로
그,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로그값 구하
기
일차방정식, 함수와 역함수, 함수의 그
래프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입체도형의 부피
와 겉넓이,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자료의 정리와 해석, 대푯값, 이변량
자료의 선형 상관관계, 산점도, 회귀식,
조건부 확률, 이항분포, 정규분포, 사분
위수
다항함수의 극한, 도함수, 접선과 법선,
공학 도구를 활용한 적분, 정적분

있기 때문에 수학을 이수하는 경우의 수는 4가
지이다. 동일 과목이라 하더라도 SL과 HL 과정

수와 대수 영역의 SL 과정에서 공통으로 다루

내용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HL을 선

는 내용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급수, 지수와 로

택한 학생이 SL도 선택할 수 있다. IB DP 과정

그,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로그값 구하기이다.

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은 <부록1>~<부록5>에 내

대체로 우리나라 <수학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용 영역별로 제시하였으며, 여기서는 IB DP에서

이다.

Ⅰ

SL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모두가 배우는 수학

함수 영역의 SL 과정 공통 학습 내용은 일차

내용은 무엇인지, 상위 수준(HL)의 내용은 무엇

방정식, 함수와 역함수, 함수의 그래프이다. 일차

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방정식은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함수와 역함수,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통과목

1. SL 과정의 공통 수학 내용

<수학>에서 다루어지므로 우리나라가 IB보다 일
찍 도입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SL 과정의 함

DP를 이수하는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를 막론
하고 수학을 반드시 선택하게 된다. 수학을 기본

수 영역은 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은
내용과 높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적으로만 학습하기 원한다면 두 과목에서 SL 과

기하와 삼각함수 영역의 SL 과정 공통 내용은

정을 이수할 것이다. <수학: 응용 및 해석>과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입체도형의 부피와 겉넓

<수학: 분석 및 접근>의 SL 과정은 공통 내용이

이,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이다. 우리나라 <기

있는데, 이 내용은 IB DP에서 SL 과정을 이수하

하>와 중학교의 기하 영역, <수학 > 내용에 해

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수학 >과 <기하>는 선

있다.

택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배우는 내용은 아니지

Table 2는 <수학: 응용 및 해석>과 <수학: 분
석 및 접근>의 두 과목에서 다루는 공통 내용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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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IB DP에서는 이 내용을 DP 과정의 기초로
다루고 있다.
통계와 확률 영역의 SL 과정 공통 내용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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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리와 해석, 대푯값, 이변량 자료의 선형 상관

진로별로 배워야 하는 상위 수준의 수학 내용이

관계, 산점도, 회귀식, 조건부 확률, 이항분포, 정

무엇인지 살펴본다.

규분포, 사분위수이다. 대부분 우리나라 중학교 확

먼저, 공학, 수학, 물리학, 경제학 일부에 관심 있

률과 통계 내용과 <확률과 통계> 과목의 내용이

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 <수학: 분석 및 접근>

지만, 회귀식과 사분위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의 HL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Table 3과 같다.

없다.
미적분 영역의 SL 과정 공통 내용은 다항함수의

Table 3. Contents of <mathematics: analysis and

극한, 도함수, 접선과 법선, 공학 도구를 활용한 적

Ⅱ

분, 정적분이다. 우리나라 <수학 > 수준이지만 ‘법

approaches> HL
영역

선’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SL과 HL 교육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Table 2

수와
대수

의 내용을 DP의 모든 학생들이 배운다고 할 수
는 없지만, 기본 과정인 SL에서 두 과목의 공통
내용이라는 점에서 DP 과정의 기초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공통과목 <수학>
을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기초 내용으로 선정하
고, 이후 과목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함수
기하와
삼각함수
통계와
확률

<수학>을 이수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DP와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서
기초 내용으로 무엇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

미적분

내용 요소
순열, 조합, 분수와 음수 지수를 포함
하는 이항정리, 부분분수 분해, 복소수,
극형식, 오일러 형식, 허근, 수학적 귀
납법,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일차방정
식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복잡한 형태의 유리함수, 수직/수
평/사 점근선, 우함수, 기함수, 역함수,
부등식의 영역, 절댓값이 있는 방정식
과 부등식
삼각비, 역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들, 벡터, 벡터방정식, 외적
Bayes정리, 이산확률변수, 연속확률변수
도함수의 정의, 로피탈 정리, 음함수미
분, 최적화 문제, 역삼각함수의 미분,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정적분의 활
용, 회전체의 부피, 미분방정식, 급수

해서는 Table 2를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등
차수열, 등비수열, 급수, 지수와 로그, 공간도형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고 대수적 방법을 강조하

과 공간좌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조건부확

며 추상적인 문제 해결을 다루는 과목의 성격에

률, 이항분포 정규분포는 IB에서 선정한 기초 내

따라 <수학: 분석 및 접근>에서는 수와 대수, 함

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택과목에서 다루고,

수 영역의 내용이 많다. 대체로 우리나라 선택과

회귀식과 사분위수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목의 내용이지만 과학계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내용 영역별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기초 내용이

다루는 <심화수학>과 <고급수학>의 내용인 부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IB 내용을 고려해보는 것

분수 분해, 복소수와 극형식, 행렬의 대각화, 부등

도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식의 영역, 역삼각함수의 미분, 공간벡터의 내적
과 외적, 부분분수 분해를 사용한 유리함수 적분,

2. HL 과정의 내용

멱급수, 미분방정식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분
방정식은 주변 현상에서 발생하는 대상의 변화를

<수학: 분석 및 접근>과 <수학: 응용 및 해석>

관찰하여 규칙을 찾고 그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의 HL 과정은 공통된 내용이 없다. 여기서는 두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미적분 영역에

과목의 HL 과정 내용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하여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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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다. 미분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 응용 및 해석>은 모델링과 통계학을

적분이 필요하며 이때 다루어지는 함수와 적분

강조하고 수학을 실세계에 적용하는 기술을 발

방법에 IB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물리학과 공

전시키고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다

학에서는 진동과 변환에 관한 문제로 푸리에 급

루는 과목 성격에 따라 통계와 확률 내용이 많

수가 자주 언급되는데, 삼각함수와 급수를 알아야

다. <수학: 응용 및 해석> HL 과정에도 우리나

한다. 공간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기본으로 하는

라 <심화수학>과 <고급수학>의 내용인 행렬의

벡터함수는 공학의 다양한 분야(역학, 전자기학

대각화, 미분방정식과 모델링, 그래프 이론, 행렬

등)에서 자주 많이 다루어진다. <수학: 분석 및

을 활용한 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산수

접근> HL 과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대학 수

학의 내용이 기하와 삼각함수 영역에 제시되어

준의 심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학, 공학,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이나 통계 전공을

물리학,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

위한 교육 내용으로 필요한 미분방정식과 모델

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링도 확인할 수 있다. 미분방정식은 계열과 전공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통계학, 경영학, 심

을 막론하고 사회현상을 수치화하거나 함수적으

리학 등의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로 표현하여 해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인 만큼

<수학: 응용 및 해석>의 HL 과정 내용은 Table

DP의 두 수학 과목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

4와 같다.

다. 또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해
결할 때 벡터나 행렬을 도구로 하여 해결하는

Table 4. Contents of <mathematics: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HL
영역
수와
대수
함수

기하와
삼각함수

통계와
확률

미적분

내용 요소
로그법칙, 무한급수, 복소수, 복소근,
극형식, 행렬, 고유값, 고유벡터
그래프 변환(평행이동, 대칭이동, 수직/
수평 확대), 모델링(반감기, 사인 모델,
로지스틱 모델, 조각함수 모델), 로그로그 그래프, 반-로그 그래프의 해석
삼각비, 삼각방정식, 행렬의 변환, 벡
터, 벡터 방정식, 그래프 이론, 인접행
렬, 오일러 경로, 인접행렬에서 가중치
방향성에 대한 내용과 MST, Kruskal과
Prim알고리즘, 중국 우편배달부 문제,
출장 판매원 문제
초기 상태 확률 행렬, 카이제곱검정,
신뢰도와 타당도에서도 평행검사, 검사
-재검사 등과 비선형 회귀분석, 잔차,
결정계수, 포아송 분포, t분포,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삼각함수의 미분, 이계도함수, 적분과
적분의 활용, 방향장, 오일러 방법을
이용한 일계와 이계 미분방정식

것이 종종 유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내용도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
배움의 쓰임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교육 내용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IB DP
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3과 4를 볼 때 HL의 내용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보다 폭과 깊이 측면에서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고등학교 2년
동안 학습하기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DP를 이수한 학생들이 치르는 평가 문항을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개념과 원리에만 충실하
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Figure 3은 2018년 11
월 15일에 시행된 미적분 영역 HL 시험 문항인
데2), 1번과 2번 모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학

2) 2019년에 개정된 수학 교과목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 개정 전 시행된 문제를 예로 제시하
였다. [ ]안의 숫자는 문제의 배점이다. 총 4개의 문제에 여러 소문제들이 제시되며, 50점 만점이고, 제한
시간은 1시간이다.
2020, Vol. 30, No.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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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되지 않는 급수 판정, 로피탈의 정리에 관한

을 제시함으로써 PYP와 MYP의 교수・학습 전

문제지만, 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해

통을 이어가고 있다. Figure 2의 DP 수학 모델에

결할 수 있다. IB 교육과정에 제시된 양이 많아

서 제시된 ‘관련 개념’이 모든 교과목에 반영되

도 평가 문항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

고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5개의 수학 내용 영

험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역마다 관련된 12개의 개념들이 제안되어 있다.

있다. 따라서 평가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선정하

이에 따라 ‘관련 개념’은 수학의 내용 영역 내의

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하여 전공을 준비

연결과 내용 영역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목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빅 아이디
어로 작용하며(IBO, 2019a), 서로 다른 교과 내용
을 학습하더라도 서로 관련이 있음을 ‘관련 개
념’을 통해 알 수 있게 한다. 관련 개념 12가지
의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12 concepts
근삿값
변화

Figure 3. Examples of calculus problems in
external assessment of HL (IBO, Mathematics

–

Higher level Paper 3 calculus, 2018)

동치
일반화
모델링
패턴
양

IV. IB DP의 수학 교수・학습

이 장에서는 IB DP의 수학교육이 어떻게 실행
되는지를 IB DP 교수ㆍ학습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관계

표현
공간
시스템
타당성

1. 빅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 이해

엄밀하게 정확하지는 않은 양이나 표현
크기, 양 또는 행동의 변화
명제, 양, 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똑같은,
서로 바꿀 수 있는 상태
특정 예에 기초한 일반적인 명제
수학이 실세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수학적 체계 구성 요소의 기본이 되는 순서,
규칙 또는 예측가능성
수의 양
양, 속성 또는 개념 사이의 연결;
연결은 모델, 규칙 또는 명제로 표현
관계는 학생들 주변 세계에서 패턴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
수학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단어, 공식,
다이어그램, 표, 차트, 그래프, 모델 사용
실재(entity)를 묘사하는 기하적 차원의 프레임
서로 연결된 요소들의 그룹
참과 정확한 결론 또는 결과의 합리적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 근거가 충분한, 논리적 수학을
사용하는 것

IB의 PYP는 초학문적, MYP는 간학문적 접근

IB DP 수학에 반영된 관련 개념의 사례를 보

을 취하면서 융ㆍ복합 수업을 추구하고 교과 간

면, 함수 영역에서 표현, 관계, 공간, 양, 동치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Kim, Lee,

기하와 삼각함수 영역에서 일반화, 공간, 관계,

& Kim, 2020). DP 교육과정은 융ㆍ복합 수업을

동치,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명시하지 않지만, 교과 교육과정에 ‘관련 개념’

보면, ‘표현’이라는 빅 아이디어는 함수 영역에서
“그래프, 방정식, 표와 같이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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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여러 표현들은 수학적 관계를 의사소통하

2. 연결성

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공한다(IBO, 2019a, p.
34).”는 개념적 이해로 연결되며, 기하와 삼각함

Figure 2의 DP 수학 모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 영역에서 “삼각함수는 단위원에서 정의되고,

DP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내용과 국제적 마인

값의 주기적 또는 대칭적 성질을 시각적, 대수적

드, 지식 이론, 그리고 교수 학습법의 연결을 강

으로 나타낼 수 있다(IBO, 2019a, p. 41).”는 개념

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성의 강조는 DP 수학과

적 이해로 연결된다. 표현이라는 동일한 빅 아이

교육과정

디어를 함수와 기하의 각 개념과 연결하여 기술

(connections)’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연결’

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영역마다 왜 여러 가지

에는 해당 주제와 연관된 실세계 예시, DP의 다

표현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떻게 만들

른 교과목들과의 연결, 국제적 마인드의 함양과

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활

지식 이론과의 연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용하도록 교사가 수업을 구성하게 하고 있다. 교

있다. 예를 들어, 함수 영역의 일차함수의 실세계

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개

예시로 등산로와 진입로의 경사도, 다른 교과목

념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환경이

과의 연결로 수요와 공급 곡선과 물가와 소득탄

나 교육과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력성(경제)의 그래프 분석(과학)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하고 추가할 수도 있다(IBO, 2019a). 교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이러한 연결성의 제시는 교사

정의 내용이 낱낱의 단위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

가 일차함수라는 개념을 지도할 때 수학적 지식

니라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실세계에서 어떻게 활용

여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얻는 학습 결과가

되는지 그리고 다른 교과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념적 이해’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를 인식하고 수업을 계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

볼 수 있다. 또 국제적 마인드와 지식 이론의 연

식’에 대응될 수 있는데, IB는 우리나라처럼 내용

결을 위한 논의 주제도 제안하고 있는데, 일차함

체계표의 선언적 기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에 제시된 지식 이론과 관련된 논의 주제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서 예시와 설명을 하여 실

“데카르트는 기하 문제를 대수적으로 혹은 대수

제 수업에 구현이 용이하게 하고 있다. DP 수학

문제를 기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을 가르치는 K교사는 이런 교수ㆍ학습 방법이

준다. 이는 수학적 표현과 수학적 지식에 대해

DP 교육과정의 장점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IBO, 2019a, p. 35)

…

‧

문서에서

주제별로

제시된

‘연결

이다. K교사의 경우, 수학 수업을 계획할 때 지

교사 입장에서는 IB가 훨씬 재미있어요 . IB

식 이론과의 연결도 염두에 두어 연결성을 실행

교육과정에서 수학 가이드를 보면 수학은 명실

하고 있었다.

한 언어라고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거든요. 그러
므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용어가 정의되는
과정, 정의된 용어가 사용되는 그거.. 이런 것들
을 강조해서 실제 수업을 할 때 개념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할 수 있고...
(K교사, 2019년 7월)

유클리드 기하학이 공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아
이들에게 모방시켜서 연습하긴 하거든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수학적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 수업을 할 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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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 선생님도 같이 불러서 같이 한다거나 이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런 식으로 해서 TOK에서 areas of knowledge 중

학생들에게 수학적 탐구를 통해 학습할 기회를

에서 수학이라는 수학적 지식이라는 거를 정의
할 때 수학은 연역적인 것이고 공리에서부터
뽑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 수학을 배워야 한다(IBO, 2019b,

것을 실제로 TOK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

p. 14). 수학적 탐구와 모델링은 Table 1에서 ‘수

에서도 실제 대상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요.

학 연구’라는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략

(K교사, 2019년 7월)

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ㆍ학습이다.
수학적 탐구는 수학을 탐구하기 위한 계획적

IB는 성취기준별 예시뿐 아니라 Table 6과 같
은 형식을 제공하여 해당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지를 교사가 수업 설계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DP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

인 전략, 기술,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탐구 방
식은 실험, 질문, 발견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권
장하는 IB의 인간상과 연결된다. DP에서 제안한
수학적 탐구 과정은 Figure 4와 같다.

과 실세계 그리고 타교과와의 연결을 위한 구체
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탐구를 위한
아이디어와 논의 주제들을 명시적으로 제안한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연결성을 의식하게 하고
수업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Table 6. Connections template (IBO, 2019a, p. 27)
Connection type
Other contexts
Links to other subjects
Aim
International-mindedness
Theory of knowledge
Links to TSM
Link to specimen paper
Use of technology
Links to external
websites
Enrichment

Connection details

3. 수학적 탐구와 모델링
DP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수ㆍ학습 방법으
로 수학적 탐구와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

Figure 4. The cycle of mathematical inquiry
(IBO, 2019a, p.14)

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학생들은 수학 내용이나 주어진 문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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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 추측한 후 그것을 검증하고 정당화하

IBO에서는 수학 연구를 위한 모델링 관련 주

여 새로운 탐구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순환적

제들을 예시로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IB에

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탐구 방식을 취하면 교사

서 학생들의 수학적 모델링 경험을 상당히 권장

가 직접적으로 수학을 가르쳐주기보다 학생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탐색하고 추측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
해 수학을 학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은 실세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DP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수학적 기법 중 하

IA의 주제를 선정할 때 실제로 모델링으로 설
정한 예시들을 얘네들이(IBO) 보여주는 경우가
꽤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학생이 주제
로 선정할지 안 할지는 말 그대로 학생 나름이
고, IB에서 제공하는 그런 예시도 많아요.

나이다. Figur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학적 모델

(K교사, 2019년 7월)

링은 실세계 상황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주어진
상황을 단순화하여 그 상황에 적절한 수학적 모델

4. 공학 도구의 활용

을 설정하고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델을
수정하거나 받아들여진 모델을 활용하여 처음 문

DP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새로운

제 상황을 설명하고 변화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

하게 된다. 학생들은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

도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

면서 실세계 상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수학적

다(IBO, 2019a).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오

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개념을 다루거나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
해 긴 계산 또는 대수 조작은 공학 도구를 이용
한다거나 여러 수학적 표현들의 연결성을 명시적
으로 보여주기 위해 공학 도구를 활용하도록 한
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공학 도구를 활용하여
패턴을 찾거나 자료를 구성하고 분석하는 프로젝
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공학 도구는 DP 과정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사들에게 권장하
고 있으며, 특히 그래픽 계산기는 학생들이 DP
과정을 마친 후에 보는 최종 시험에서 반드시 사
용해야 하므로 수업에서 활발히 활용된다.

SL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응시하는 시험이
Paper 1하고 Paper 2가 있고 HL은 Paper 1,2,3이
있는데 1 이후로는 계산기를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시험지에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은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Figure 5. The cycle of mathematical
modelling (IBO, 2019a, p. 15)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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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도구의 교수ㆍ학습과 평가의 일관성의
예를 살펴보면, <수학: 분석 및 접근> SL 과정을

빅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 이해, 수학적 탐구와

마친 학생들은 IBO에서 주관하는 최종 시험인

수학적 모델링, 공학 도구 활용, 연결성과 같은

지필 1과 지필 2를 보게 되는데, 이때 지필 1은

교수·학습 방법에 비추어 보면 DP 수학과 교육

계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6가지 평

과정은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와 다양한 상황에

가 목표 중 공학 도구를 제외한 5가지 항목이

서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고

골고루 평가된다. 반면 지필 2에서는 계산기 사

볼 수 있다. DP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이 과정을

용이 필수이므로 6가지 평가 목표 모두를 반영

마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행동을

한다. 따라서 지필 2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Table 7과 같이 6가지 평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

서 학생들은 계산기 사용에 능숙해야 하고 이를

는데, 이는 DP에서 권장하는 교수 학습 방법과

위해 교사는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6가지 평가 목표는 IB

활용한다.

‧

에서 실시하는 외부 평가(External Assessment,

IBO에서 주관하는 지필 시험과 더불어 학생들

EA)와 내부 평가(Internal Assessment, IA)3)를 통

은 수학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해서도 고루 반영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6가지 평가 목표가 골고
루 반영된다. 이러한 개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Table 7. IB DP assessment objectives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수학적

(IBO, 2019a, p. 21)

으로 탐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

지식과
이해
문제
해결

의사소통
과 해석

공학
도구
추론
탐구

친숙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
에서 수학적 사실, 개념, 기술에 대한
지식을 상기하고 선택하고 활용하기
추상적이거나 실세계 상황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수학적 기능, 결과, 모델에 대한
지식을 상기하고 선택하고 활용하기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을 해석하고
수학적으로 변환하기; 지필 혹은 공학 도
구를 사용하여 수학 도표와 그래프 등을
스케치하거나 그리기; 표준 표기법을 사
용하여 방법, 해결책, 결론을 기록하기;
적절한 표기법과 용어를 사용하기
기술을 정확하고 적절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 도구를 정
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정확한 문장, 논리적인 추론, 연역, 수
식 조작을 통해 수학적 주장 만들기
정보처리, 분석, 추측, 결론 도출, 타당
성 검증을 통해 추상적이고 실생활 세
계의 낯선 상황을 탐구하기.

해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DP 과정의 수학 교사는 다음과 같이 수
업이 진행된다고 말한다.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아이들이 논술
형 문제를 잘 쓸 수 있어야 하고 IA(Internal
Assessment)를 잘 쓸 수 있어야 해서 그거를 연
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문제 풀이보
다는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고 용어에 대해서
논의하고 글을 써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저희가 막 토론 수업을 좋아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점수
가 더 잘 나와요.
(K교사, 2019년 7월)

3) 수학 과목의 경우, 외부 평가는 IBO에서 문제 출제와 채점을 주관하고 학생들이 DP 과정이 끝난 후에 보
게 되는 지필 1, 2, 3이며, 내부 평가는 학생들이 개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학 연구이며, 보고
서는 학교 교사가 1차 채점한 후 IBO로 보내 다시 채점한 후 점수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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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DP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단순

보더라도 IB가 추구하는 수학교육의 모습을 충

히 문서에 선언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평가와

분히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앞

연결함으로써 실제 수업에서 구현되도록 유도하

으로 고등학교 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 있다. 이러한 DP 교육과정의 특징은 아래에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시된 K교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생 진로에 따른 관련 내용 학습 기회
가 확대되어야 한다. IB DP는 진로에 따른 과목

...저의 목표는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

을 2가지로 구분하고 SL과 HL 과정으로 수준을

만, 아이들이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

나누고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학 내

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게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용어에 집중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그게 잘 나오게끔 교육과정이 만들어놓

용은 4가지 중 한두 가지이지만, 4가지 내용 모
두 다루는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

은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반복 학습을 할수록

학에 진학해서 학습하게 될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점수가 높게 나와야 하는데 반복 학습을 하면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있다. 이는 과목 선택을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약간 그런 특이한 현

다양하게 열어두기보다는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상이 일어나거든요. ...

의 폭을 넓혀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학습량에
(K교사, 2019년 7월)

DP 수학 과정은 외부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의 도달 정도를 평가하고, 내부 평가를
통해 수학 교수·학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
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내부 평가인 수학 연구
는 교사가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
들의 지식과 이해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학생 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
를 개발하기 위한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평
가와 교수ㆍ학습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한 우려가 있지만, 평가 문항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통, 일
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과목을 분류하고 과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결국 좌
우하는 것은 수능시험의 범위이다. 진로가 확정
되지 않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내
용을 두루 접한다면 나중에 어떤 전공을 선택하
더라도 그와 관련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으
므로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빅 아이디어 중심의 핵심 개념을 지도해

볼 수 있다.

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내용 영역은 학문
분류에 입각하여 대수, 해석, 기하, 확률과 통계
V. 결론 및 제언

등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 내에서 내용 위계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분절된 지식으로서 학습하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IB 교육과정의

는 내용은 수학을 학문으로써 보는 안목이 부족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DP의 수학 내용과 교수・

한 학생들에게는 왜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학습 방법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년간의 연구

못한 채 학습 대상이 될 뿐이다. 각각의 내용이

개발과 국제적 운영 경험에 의해 IB 교육과정의

어떤 의미인지, 어떤 취지로 다뤄져야 하는지,

문서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만

그것을 배움으로써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중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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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추어 공학 도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이할 수 있는 방향으

구 활용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IB의

과정에서도 공학 도구 활용이 권장되고 알지오

관련 개념은 모든 교과목에 걸쳐 적용되어 교과

매쓰와 같은 국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실

간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정이지만 고등학교 현장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

연결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학생 스스로 지식 이

은 아직 미비하다. 수능에서 공학 도구를 활용할

론, 수학 연구, 소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셋째, 학생 탐구 중심의 수업을 시행해야 한

고 할 수도 있지만, 탐구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

다. Kim, Lee, & Kim(2020)이 제안한 대로 IB 수

되고 평가 제도가 변화된다면, 그리고 개념 이해

학 교육 방법의 특징은 탐구이다. 우리나라의 경

중심의 수학 수업으로 변화된다면 공학 도구 활

우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학습 도구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이

가 될 것이다.

진행되어 고등학교에서 탐구 중심의 수업이 잘

다섯째, 교육목표, 교수ㆍ학습, 평가의 일체화

실천되지 않은 실정이다. IB는 PYP, MYP, DP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추진

모두에서 탐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DP에서는

되고 있기는 하지만 IB DP에서는 이를 더 체계

‘수학 연구’ 시간을 배정하고, 수학적 모델링의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

과정도 제시하면서 수업이 자연스럽게 탐구 중

정에서 교육목표를 정하고 교수ㆍ학습과 평가는

심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생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

들의 성취를 지필 평가 문항뿐 아니라 ‘수학 연

체화를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하는 점이 많지만,

구’와 같은 프로젝트를 평가하거나, 수학 교육

IB DP는 교육과정에서 상세한 안내와 예시를 제

철학이 IB와 맞는 교사와 학교만이 IB 인증을

공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를 이해한 교사라면 수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외적 조건이 마련되어

업과 평가에서 이를 구현하기에 편리하다. IBO

있다. IB DP에서 탐구와 연구를 수행한 학생들

는 IB 인증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점

의 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검하고 있으므로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체화가

유수 대학에서 원하는 것을 볼 때, 더 나은 미래

발휘되기 용이하지만, 우리나라도 공교육정상화

를 준비하는 교육과 학생의 입장에서 탐구 중심

를 위해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교 장학을 실시

의 교육 방법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면 과

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다면 IB와

제이다. 호주의 경우도 모든 수학에 탐구 정신이

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5년간

않을 것이다.

호주

과학

of

IB는 교육과정의 균형, 철저한 심도, 다양한

모임(AAMT)이

학습 방식, 다양한 평가 방법, 교육과정의 주기

reSolv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Kim et al.,

적 개선, 융통성 있는 적용의 특징을 갖는다(Sen,

2019).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탐구 중심의 수학

2001; Kang, Park & Hong, 2007). 교육과정 고시

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이라

와 함께 평가 문항의 예시도 보여줌으로써 평가

Science)와

아카데미(Australian
호주

수학

교사

Academ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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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수준도 유지하고 있다(Jenkins, 2004, 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2). 토론식 수업, 에세이 쓰기, 학생들의 자기주

implementation in Korean high schools. The

도적인 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학교 교육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4), 51-79.

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 에

하화주, 홍후조, 박하식(2012). 우리나라 고등

세이 평가, 프레젠테이션 평가 등 다양한 평가

학교에서의 IBDP 교육과정 적용의 현황 및

방식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세

과제. 교육과정연구, 30(4), 51-79.

계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Han, H. C., & Park, S. Y. (2009). Study on the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IB의 장점은 최근

International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연

Certificate of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구는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방향을 IB DP의 특징

of Korea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방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향이 그동안 누적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일정

19(1), 83-109.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한혜정, 박소영(2009).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Baccalaureate

and

Victorian

와 호주 VCE(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성적 산출방식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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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IB DP의 수와 대수 영역 내용
SL

HL



순열과 조합을 포함한 계산
분수와 음수 지수를 포함하는 이항정리 전개, 즉     ∈ℚ

 ×  형태인 수의 연산

분석
및
접근
&
응용
및
해석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급수, 적용
실세계에서 등차가 아닌 모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예측하기

부분분수 분해
복소수:     ,
modulus, argument
복소평면

등비수열과 급수, 적용
등비수열과 급수를 금융에 적용 –복리,
연간 감가상각
지수가 정수인 지수 법칙
밑이  과  인 로그 도입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로그값 구하기

분석
및
접근

간단한 연역적 증명, 수치적, 대수적 식
증명; LHS to RHS 증명 계획 방법
등식과 항등식의 기호와 표기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풀기: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다항방정식

실계수를 갖는 이차방정식과 다항방정식의 켤레복소수 근
드 므아브르의 정리와 유리 지수로 확장
복소수의 근과 멱(power)

log  log  log ,

법칙:


log   log  log ,


log    log (     )
유리수 지수를 수치적, 대수적으로 간단하게 표현
무한급수의 합
복소수:    ,     에서 실수부, 허수부, 켤레, 크기, 편각
공학적 도구와 손으로 합, 차, 곱, 몫의 계산. 공학 도구로 좌표평면
에서 복소수의 멱 계산
복소평면
이차방정식의 해로써 복소수
     을 만족하는          ≠  형태의 방정식

이항정리:     ∈ 전개
파스칼의 삼각형과  의 사용

공학 도구를 활용한 할부상환과 연금보험

켤레복소수,

극형식:    cos     
오일러 형식:    
좌표평면, 극형식 또는 오일러 형식에서 합, 곱, 몫에 대한 기하적
해석

로그

수렴하는 무한등비수열의 합

응용
및
해석

허수부,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미지수가 세 개인 최대 세 개의 방정식)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log   log  log ,

log    log      
로그 밑의 변화
log
log        
log
로그가 활용되는 지수방정식 풀기

어림하기:
소수점
위치,
유효숫자
(significant figures)
근삿값의 범위(upper and lower bounds
of rounded numbers)
백분율 오차(percentage errors)
추측하기(estimation)

실수부,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모순에 의한 증명
명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보이기 위한 반례의 사용

유리 지수의 지수 법칙
로그의 성질
log  log  log ,

분석
및
접근

    ,

응용
및
해석

극형식    cos     
지수형식    
직접 계산이나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극형식, 지수형식, 직교좌표를
전환하기
극형식 또는 지수형식에서 곱, 몫, 정수의 거듭제곱 계산
같은 주기를 갖지만 다른 위상 변이각을 갖는 정현파 함수의 합
복소수의 기하적 해석
행렬의 정의:  ×  행렬에 대한 원소, 행, 열, 차수
행렬의 연산:  ×  행렬에 대한 동치, 합, 차, 실수배
행렬의 곱과 성질: 결합법칙, 분배법칙, 비-교환법칙
영행렬, 단위행렬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  행렬의 역행렬과 행렬식 구하기,
 ×  행렬은 역행렬과 행렬식 구하기
연립일차방정식이    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음 알기
역행렬을 사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 구하기
고유값과 고유벡터
 ×  행렬의 특성다항식
 ×  행렬의 대각화(실수인 고유값의 범위로 제한)
 ×  행렬의 거듭제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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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IB DP의 함수 영역 내용
SL

HL

일차방정식의 다양한 형태
기울기; 절편, 평행선      , 수선   ×   =-1

분석 및
접근
&
응용 및
해석

다항함수, 다항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근, 인수, 0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
다항방정식 근의 합과 곱

함수의 개념, 정의역, 치역, 그래프
함수 표기, 예를 들어,         .
수학적 모델로써의 함수 개념
역함수는 함수를 반대 방향으로 행한 결과라는 비형식적 개념
역함수는    에 대칭한 것이며,       로 표기
함수의 그래프; 그것의 방정식    
주어진 정보 혹은 맥락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그리기(sketch),
스크린에서 지면으로 그래프를 옮겨 그리기 포함
함수의 합과 차를 포함한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공학 도구
활용하기

유리함수의 형태
  
   
,
     

    
   
  

분석
및
접근

그래프의 주요 특징들을 결정하기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두 개의 곡선 또는 선분의 교점 찾기

   ≥   의 기하적, 해석적 이해

합성함수, 항등함수, 역함수    
이차함수         ; 이차함수의
 
대칭축
         ,  절편      
          , 꼭짓점  

그래프,

 절편

함수의 그래프
       ,
     ,     
절댓값이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이차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근의 공식(the quadratic formula)
판별식 ∆    와 근의 성질

분석 및
접근

그래프 변환
평행이동:
     ,
    
축척 계수  로 수직 확대:   

축적
계수
로
수평
확대:


   
합성변환


무리함수       ≠   그래프와 성질

  
유리함수     와 유리함수의 그래프
  
수직, 수평 점근선의 방정식
지수함수와 그래프:            
로그함수와 그래프:    log    ,    ln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적으로 풀기
적절한 해석적 방법이 없는 방정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정식을 풀
기 위해 공학 도구를 활용하기
그래프의 변환, 합성변환
이동:           
대칭(두 축 모두):         
수직으로 확대:     , 수평으로 확대:    

응용 및
해석

아래에 제시된 함수들로 모델링하기:
선형 모델      
이차식 모델           ≠ 
지수 모델:      ,       ,      
수평 점근선의 방정식
정비례, 반비례      ∈
삼차식 모델:            
사인곡선 모델:    asin    ,    acos    
모델링
모델을
모델을
모델을

기술
개발하고 적합 시키기
검증하고 반성하기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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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함수 기함수
역함수의 발견,     , 제한된 정의
역 포함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함수

응용
및
해석

HL은 SL에서 다루는 모델 외에도
다음 함수로 모델링을 포함하여
확장한다:
반감기를 계산하기 위한 지수 모델
자연 로그 모델:       ln
sin모델:    asin    



logistic 모델:    
,
     
    
조각함수 모델

로그를 사용하여 아주 큰 수 또는 작
은 수들의 크기 조정
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선형화하여
지수 또는 멱의 관계 여부 결정
로그-로그 그래프 또는 반-로그 그래
프의 해석

․

․

김 선 희 김 수 민 이 은 정

349

<부록 3> IB DP의 기하와 삼각함수 영역 내용
SL

분석
및
접근
&
응용
및
해석

분석
및
접근

응용
및
해석

3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중점
직각뿔, 직원뿔, 구, 반구 그리고 이러한 도
형들의 결합을 포함한 3차원 도형들의 부피
와 겉넓이
두 개의 교선 혹은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의
크기
직각 삼각형의 변과 각의 크기를 찾기 위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비를 사용하기



사인 법칙:     
sin
sin
sin
코사인
법칙:
       cos  
      
cos   


삼각형의 넓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포함한 직각 삼각법과 직
각이 아닌 삼각법의 활용
올림각과 내림각(angles of elevation and
depression)
언어적 진술을 레이블 다이어그램으로 만들기
원: 각의 라디안 측정;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단위원과 관련한 cos sin 의 정의
sin
tan 를  로 정의하기
cos
   
        의 삼각함수의 정확한 값과
   
그들의 곱
사인법칙을 모호한 경우까지 확장
피타고라스 공식(identity)
cos   sin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
삼각함수의 비 사이의 관계
원 함수 sin cos tan 
진폭과 주기의 특성, 그리고 그래프
합성함수 형태    asin    
변환
실세계 맥락적용
유한 구간에서 삼각방정식의 그래프와 해석적
으로 풀기
sin cos tan 로 이차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정식
원: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수직이등분선(perpendicular bisectors)의 식

보르노이 다이어그램: 지역(sites), 꼭짓점
(vertices), 모서리, cells
기존의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에 지역을 추가하
기(Addition of a site to an existing Voronoi
diagram).
가장 가까운 이웃 내삽(Nearest neighbour
interpolation)
"toxic waste dump" 문제 적용

HL
역삼각비 sec cosec cot ,   tan  sec  ,
  cot   cosec 
역삼각함수의 정의역, 치역, 그래프
   sin  ,    cos   ,    tan 
삼각함수의 합 공식, 탄젠트의 배각 공식
삼각함수와 대칭 정리, 그래프 사이의 관계
벡터의 개념, 벡터의 위치, 벡터의 이동, 기저 벡터   
대수적 기하적 접근: 두 벡터의 합과 차, 제로 벡터와,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평행, 벡터의 크기, , 단위 벡터, 

위치 벡터 
  
 , 위치 벡터 
    

분석
및
접근

벡터를 사용한 기하학적 정리의 증명
두 벡터의 내적 정의, 두 벡터 사이의 각
평행한 벡터, 수직인 벡터
2차와 3차에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     
두 직선 사이의 각, 간단한 운동역학에 적용
일치하는 경우, 평행하는 경우, 교차하는 경우 꼬인 위치에 있
는 경우들의 직선 구분
두 벡터 외적의 정의, 외적의 성질,  × 의 기하적 해석
평면에서 벡터방정식
      , 와 는 평면 위의 평행하지 않은 벡터
 ∙    ∙  ,  은 평면에 수직이고, 는 평면 위에 한 점
에서의 위치벡터
평면        의 직교방정식
평면과 직선의 교점, 두 평면의 교선, 세 평면의 교선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라디안의 정의, 각과 라디안의 변환
라디안을 사용하여 면적과 길이 계산
sin
단위원에서 cos 와 sin 정의,  로 tan 정의
cos
유한 영역에서 삼각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해결하는 방법
2차 행렬의 기하학적 변환: 대칭, 수평과 수직으로 늘이기, 확
대, 변환, 회전, 위 변환의 합성
변환 행렬의 행렬식에 대한 기하학적 이해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 직선의 방향벡터 표현
단위 벡터; 기저 벡터    , 벡터의 성분; 열벡터 표현
영벡터  , 벡터   , 위치벡터 
 
평면과 공간에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     , 는 직선의
방향벡터

응용
및
해석

운동학에서 벡터 응용 프로그램, 평면과 공간에서 등속 선형 운
동 모델링, 평면에서 가변 속도를 갖는 운동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의 정의와 연산, 두 벡터 사이의 각; 두 직
선 사이의 각, 두 벡터의 벡터 곱의 정의와 연산,  × 의 기
하학적 해석, 벡터의 성분
그래프 이론: 그래프, 정점, 변, 인접 정점, 인접 변, 정점의 수
단순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 완비 그래프
방향성 그래프; 방향성 그래프의 in degree와 out degree
부분 그래프; 수형도
인접행렬, 경로(Walks), 두 정점 사이의 길이가 보다 작거나
같은 경로의 수, 인접행렬의 가중치 표, 방향 그래프 또는 무방
향 그래프, 강한 연결을 갖는 전이 행렬의 구성
무방향 그래프를 갖는 트리 알고리즘과 순환 알고리즘
Walks, trails, paths, circuits, cycles
오일러 경로와 회로, 해밀턴 경로와 회로
최소신장트리알고리즘(Minimum spanning tree; MST)
최소신장트리알고리즘에 대한 Kruskal알고리즘과 Prim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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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IB DP의 통계와 확률 영역 내용
SL
모집단, 표본, 무작위 표본, 이산 자료, 연속 자료의 개
념
자료 출처의 신뢰성과 표집에서의 편의
특이점에 대한 해석, 표집 기술과 그것의 영향
자료의 표현(이산, 연속):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누적도수; 누적도수 그래프; 중앙값, 사분위수, 백분위수,
범위, 사분위수 범위(IQR), 상자그림 만들기와 이해하기

HL
최대 세 가지 사건에 대한 Bayes 정리
분 석
및 접
근

조사, 설문지와 같은 타당한 데이터 수집 방법의 설
계
여러 변수에서 관련 변수 선택
분석을 위해 적절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 선택
 표에서 숫자 데이터 분류와 분류 선택의 정당화
적합성 테스트의   검정 수행 시 데이터로부터 파
라미터를 추정할 때 적절한 자유도 선택
신뢰도와 타당도의 정의
신뢰도 테스트
타당도 테스트

중심 경향성의 측정(평균, 중앙값, 최빈값)
집합 자료로부터 평균 예측하기
최빈 계급(modal class)
분산도 측정(사분위수 범위, 분산, 표준편차)
원자료에서 상수 변화의 영향, 이산 자료의 사분위수

분석
및
접근
&
응용
및
해석

이변량 자료의 선형 상관관계,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 r
산점도; 평균점을 통과하는 최적선(시각적 판단)
x에 대한 y의 회귀방정식
선형회귀     에서 모수  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행, 결과, 등확률, 표본공간(U), 사건의 개념
  
사건 A의 확률은       , 사건 A와 여사건
  
기댓값

이항 분포,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
정규 분포와 곡선, 정규 분포의 성질 ,다이어그램 표현
정규 확률 계산(normal probability calculations)
역 정규 계산(inverse normal calculations)
 에 대한  의 회귀선, 예측을 위한 회귀선 활용

분석
및
접근

형식적 정의와 공식 활용:

  ∩  
조건부 확률        와 독립 사건
  
                ′ 
정규 변수의 표준화 ( -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를 때 역 정규 계산

응용
및
해석

비선형 회귀분석
공학 도구를 사용한 최소 제곱 회귀 곡선 측정
모델에 적합한 측도로써 제곱 잔차    의 합
결정계수(   )
공학 도구를 사용한   측정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벤다이어그램, 수형도, 표본공간
다이어그램 그리고 결과표를 사용하기
결합 사건:    ∪                 ∩  
상호 배반 사건:    ∩    
  ∩  
조건부확률:       
  
독립 사건:    ∩           
이산적 임의 변수와 그것의 확률분포 개념
이산적 자료에 대한 기댓값(평균)

Spearman 서열상관계수(rank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Spearman의 서열상관계수의
적절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각각에 대한 특이점의 영향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만들기
유의수준,  -값,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
독립성에 대한  검정: 분할표(contingency tables) 자유
도, 임계치(critical value) ,  적합도 검정
 -검정,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값을 활
용하기, 단측검정과 양측검정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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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밀도함수
연속 확률변수의 모드와 중앙값
이산과 연속확률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의 선형 변환

단일 확률변수의 선형 변환
n개의 랜덤 변수의 선형 조합의 예상 값.
n개의 독립 랜덤 변수의 선형 조합의 분산.
.
 의 불편추정량 
  의 불편추정량    

응용
및
해석

독립 정규 분포 변수의  개의 선형 결합은 정규분
포를
따른다.
특히,



 ∼     ⇒  ∼    

중심극한정리
정규 모집단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
포아송 분포, 포아송 분포의 평균과 분산
두 독립 포아송 분포의 합은 포아송 분포
기각값, 기각역
정규분포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 검정
이항분포를 사용한 모집단 검정
포아송 분포를 사용한 모집단 평균 검정
이변량 정규 분포에 대해 모집단 상관 계수(ρ)가 0
이라는 가설을 검정하는 공학적 도구의 사용.
확률 계산을 포함하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행렬 변환
행렬변환의 멱
일반적 마르코프 체인
초기 상태 확률 행렬(Initial state probability
matrices)
행렬변환의 반복적 곱셈에 의한 또는 연립 선형 방
정식의 해에 의한 정상상태(steady state)와
long-term확률 계산

․

․

김 선 희 김 수 민 이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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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IB DP 미적분 영역 내용
SL

분석
및
접근
&
응용
및
해석

분석
및
접근

HL

극한 개념 도입
변화율과 기울기 함수로써의 도함수
증가, 감소 함수
′     ′     ′     의 그래프
해석
     의 미분은
′        ∈
도함수의 형태
            모든 지수는 정
수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과 법선 방정식
            ( ∈  ≠  )
형태의 역미분으로써 적분 도입
상수항을 결정하기 위해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을 가진 역미분
공학 도구를 활용한 적분 정의
곡선     와  축(    )에 의해 둘
러싸인 영역의 넓이

  ∈   sin cos    의 도함수

이러한 함수들의 합과 곱의 미분
합성함수의 연쇄 법칙, 곱과 몫의 법칙
이계 도함수
그래프   ′  ″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포
함한 함수들의 그래픽(graphical behaviour)
극댓값과 극솟값의 점, 극대 혹은 극소 판정
최적화, 0과 0이 아닌 기울기를 가진 변곡점
이동(displacement) , 속도 와 가속도 그리
고 전체 움직인 거리를 포함한 운동학 문제

  ∈   sin cos    의 부정적분

일차 함수   와 이들의 합성
역연쇄 법칙 혹은 치환에 의한 적분: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가능성의 비형식적 이해
극한의 이해(수렴과 발산)
      
도함수의 정의 ′    Lim  , 고계도함수

→
 

의 형태로 극한 계산, 매클로린 또는 로피탈 정리를
lim 
  
→∞

이용한

→∞

음함수 미분,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 최적화 문제
tan sec cosec cot ,

분석
및
접근

응용
및
해석

사다리꼴 공식(trapezoidal rule)을 사용하여
넓이를 어림하기

 log sin  cos   ,

tan 
위 함수의 미분의 부정적분
일차함수와 합성, 부분분수 분해를 사용한 유리함수 적분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부분적분법의 반복
주어진 구간에서  축과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축과  축에 대한 회전체의 부피

일계 미분방정식,      의 수치적 해

오일러 방법 사용, 변수 분리


    형태의 미분방정식,    대입 이용



적분상수를 이용하여 ′         풀이
  sin cos , ln         ∈ℚ 의 맥클로린 급수
를 구하기
여러 가지 급수를 얻기 위해 간단한 대입, 곱, 적분, 미분 이용
미분방정식에서 발전된 맥클로린 급수
∈ℚ 에서 sin cos tan   ln   의 미분
연쇄법칙, 곱하기와 나누기 미분
변화율 관련
이계도함수
극대와 극소를 구분하기 위해 이계도함수 이용하기

  의 부정
∈ℚ 에서   (   포함), sin cos 
cos 
적분과 정적분

′    
해석적 방식을 포함하여 적분 정의
곡선     와  축(  가 양수 혹은 음
수)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공학 도구
사용하지 않음)
곡선 사이의 넓이
곡선의 기울기가  인  의 값
′     의 해
극댓값, 극솟값
맥락이 있는 최적화 문제

 

계산, 로피탈 법칙의 반복
lim 
  

  ′    형태의 치환적분
응용
및
해석

주어진 구간에서  또는  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또는  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
변위,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운동성 문제
맥락으로부터 모델링/미분방정식 설정, 변수분리를 통한 해결
방향장
일계미분방정식에서 근사해를 찾기 위한 오일러 방법

    의 수치해




연립미분방정식        ,        의 수치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두 미분방정식의 해에 대한 위상 궤적:


    ,     



서로다른근, 실수, 복소수, 허수부 고유값에 대한 미래 경로의
정성 분석
경로를 스케치하고 위상 경로를 사용하여 평형점, 안정점, 안장
점과 같은 주요 특징들을 구별
 

      의 해
오일러 방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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