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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공계열 1학년 학생들이 이수하는 기초교양수

학의 교육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기초교양수학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수학과 교육과

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약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수학기

초학력이 저하되어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기초교양수학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삭제되었거나 약화된 내용을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을 파악하여 기초교양수학을 수준별로 운영하거나 기초수학의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 대학에서 기초교양수학을 담당하는 교수자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초교양수학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의 변화를 최소화하

고,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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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학은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 3). 특히, 수학

은 공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교과로써, 

미적분을 비롯한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학

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수학 내용은 공과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수학의 교

육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정례, 2015: 

513). 이러한 수학은 대학의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과이고,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기초교양수학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므로 고등학교까지 

습득한 수학기초학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기초교양수학을 개설하고 있는데, 기

초교양수학은 이공계열, 사회계열 등의 학생들이 전공을 

이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학 교과목을 의미(박형빈, 이헌

수, 2009: 1000)하고, 최근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초교

양수학으로는 기초수학, 수학 및 연습, 미적분학 및 연습, 

대학수학, 공학수학, 경영수학, 사화과학수학, 통계학, 전산

수학 등이 있다(심상길, 고애영, 2019: 148-149). 그런데 최

근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급격한 변화, 

문⋅이과 교차지원, 대학입시에서 수학 과목의 약화 등 학

생들의 수학기초학력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인해 기초교양

수학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보억, 2015: 64).

수학은 위계성이 매우 강한 교과이므로 대학의 이공계

열 학생들이 이수하는 기초교양수학에서 수학기초학력

이 부족한 경우 교과목 이수에 매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이 시행되면서 문⋅이과 통합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변화로 인해 2022학년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수

학기초학력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의 변화와 대학

의 기초교양수학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기초교양수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등 교육

과정 변화를 반영한 대학 미적분학 교육전략 모색(문은호 

외, 2021),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교양수학 개선 

방안(심상길, 고애영,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학 미적분학 교과에 대한 탐색(김윤아, 김경미, 2017), 

공과대학 신입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대학

수학 교육방향 연구(이정례, 2015), 기초수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언(김연미, 2013), 대학 기초수학 

교과목 수준별 학습지도 개선 방안(박준식, 표용수, 2013) 

등 수학과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을 위한 기초교양수학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의 변화, 

즉 수학과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과거의 학생들이 학습하

였으나 현재 학습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연구와 2022학년

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라 입학

하는 학생들이 학습한 수학 내용의 변화와 연계한 대학 

기초교양수학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의 수학기초학력에 관련된 수학학습 내용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대학교 1학년에 배우는 기초교양

수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기초교양수학의 개선 방안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기초교양수학

의 교육과정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한다.

2. 수학기초학력의 변화

수학기초학력은 학생 개인의 역량에 관련되기도 하지

만,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관련된다.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결정

하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생들이 주로 학습할 

내용을 결정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이다. 따라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

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

력시험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육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은 1954년에 공포된 1차 교

육과정부터 1997년에 공포된 7차 교육과정, 그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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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까지 모두 10차례 개정되어왔다.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에 따른 ‘새수학 운동(New Math)’

의 영향을 받아 시행된 3차 교육과정 이후, 1981년에 공포

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수준이 높았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경감하여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적절하

게 학습 내용을 재조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

과정이 학습량이 과다하고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4차 

교육과정 개정 이래 일관되게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통해 

교육 내용의 축소가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침

으로 설정되었다(황혜정 외, 2019: 39-49).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육 내용이 축소되어 삭제되거

나 약화된 내용으로 인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수학기초학력 저하로 연결된다.

2000년 이후에 개정된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삭제되었거나 약

화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에서 배우지 않는 삼차함수,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

정식, 공간벡터 등과 약화된 다항식의 약수와 배수, 지수

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머지정리, 인수정리, 이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등은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

교양수학의 선수학습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학습하지 

않았거나 깊이 있는 학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교양수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이

산수학’이 폐지되고,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일

부 내용을 ‘수학I’에 포함시켰다. 이들 과목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행렬에 관련된 내용의 변화가 가장 많은데, 2000

년도 이후에 개정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행렬에 관련된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수학과 교육과정 학교급 변화 내용

7차
중학교 - 오진법, 도형의 관찰, 기댓값, 수심, 방심 삭제

고등학교 - 삼차함수 삭제

2007 개정
중학교

- 이진법의 덧셈과 뺄셈, 근삿값의 덧셈과 뺄셈 삭제

- 상관도와 상관표 삭제

- 닮음의 활용, 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증명에서 이해로 약화

고등학교 - 코시컨트함수, 시컨트함수, 코탄젠트함수 삭제(미적분학으로 이동)

2009 개정

중학교

- 십진법과 이집법, 근삿값, 누적도수의 분포 삭제

- 집합,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 등 고등학교로 이동

-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의 성질, 원의 성질 내용 축소

고등학교

- 실수, 연속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삭제

- 다항식의 약수와 배수,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 내용 약화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약화

2015 개정

중학교

- 도수분포표에서의 자료의 평균 삭제

-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 약화

- 원주각의 활용 부분 삭제 및 약화

- 연립일차부등식,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고등학교로 이동

고등학교

- 부등식의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 행렬 삭제

- 분할, 모비율, 공간벡터 삭제

- 나머지정리, 인수정리, 이차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약화

<표 1> 2000년대 이후 개정된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변화(황혜정 외, 2019)

수학과 교육과정 교과목 영역 내용

7차
수학I 행렬 - 행렬과 그 연산, 연립일차방정식과 행렬

이산수학 그래프 - 행렬,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행렬과 그래프

2007 개정 수학I 행렬과 그래프

- 행렬,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행렬의 곱, 역행렬

-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일차방정식과 행렬

- 행렬과 그래프

2009 개정 고급수학I

벡터와 행렬

일차변환

그래프

- 벡터, 행렬과 연립이차방정식

- 일차변환과 행렬, 고윳값과 행렬의 거듭제곱

- 그래프의 뜻, 여러 가지 그래프, 그래프의 활용

2015 개정 없음 없음 - 행렬에 관련된 내용 없음

<표 2> 2000년대 이후 개정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행렬의 교육 내용 변화(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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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급수학I’은 심화 과목

으로 일반 과목에서 학습한 수학의 기본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심화된 수준의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109). 특히, ‘고급수학I’은 대학수학능력시

험의 출제 교과목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학습하지 않는 과목이다. 따라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부터 적용 대상이 된 학생들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행렬과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배

우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다루는 기초교양수학에서 추가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2.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

우리나라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대학수학

능력시험도 변화해 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는 고

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연계되어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

계열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여기서 2021학

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수학 가’형(이과)과 ‘수학 나’형(문과)으로 나뉘고, ‘수학 

가’형의 출제 과목은 ‘수학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 나’형의 출제 과목은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

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까지는 ‘수학 가’형

(이과)과 ‘수학 나’형(문과)으로 나누어 시행되던 것이 

2022학년도부터는 ‘수학I’과 ‘수학II’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 한 개의 교과

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수학I’과 ‘수학II’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의 3개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되고, ‘확

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3개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되며, ‘기하’는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

형과 공간좌표의 3개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된다(교육

부, 2015). 각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문은호 외(2021: 153)의 연구에 의하면,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이 진로인 학생은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를 이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계열이 진로인 학

생은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경제수학’(또는 ‘미

적분’)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공계열이 진로인 학

생은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이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공계열이 진로인 

학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과계열과 동일한 교육과

정을 이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

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학의 입시정책에 

따라 ‘미적분’과 ‘기하’를 학습하지 않고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할 가능성도 커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에 많은 영향

교과목명 핵심 개념 주요 내용

수학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지수와 로그, 지수법칙, 상용로그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삼각함수
- 일반각과 호도법,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

-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수열 -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수학II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과 그 성질, 함수의 극한값

- 함수의 연속, 연속함수의 성질과 활용

미분

- 미분계수, 미분가능성과 연속성, 도함수, 미분법, 다항함수의 도함수

- 도함수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 극대와 극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해결,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해결

적분

- 부정적분, 실수배, 합과 차의 부정적분,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 정적분, 다항함수의 정적분

-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해결

<표 3>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학I’과 ‘수학II’의 주요 내용(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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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에 대한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a, 

2020b)에 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공계열 학생들

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2019

학년도 31.8%(168,512명), 2020학년도 31.7%(153,869명), 

2021학년도 34.3%(139,429명)로, 최근 3년간 평균 32.6%

의 학생이 ‘수학 가’형에 응시한 것을 고려할 때, 2022학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약 32% 전후의 학생들이 ‘수학 

가’형에 해당하는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에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공계열 학생들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대학수

학능력시험을 치른 마지막 해인 2010학년도부터 3년간 

‘미분과 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2010학년도 96.0%

(131654명), 2009학년도 96.7%(117,830명), 2008학년도 

96.7%(118,526명)로, 평균 96.5%의 학생들이 ‘미분과 적

분’을 선택한 것으로 볼 때, 이공계열에 응시하는 학생들

은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2008; 2009). 여기서 2010학

년도 이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 과목에 ‘기하’가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 7차 교육과정에서 ‘기하’에 관련된 

내용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는 ‘수학II’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택하는 과목은 다르지만 이공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략 32%의 학생 중 다수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기하’는 

출제 과목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수학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는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

력의 변화와 직결되므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

여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기초교양수학의 교육 내용과 

비교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공계열 1학년 기초교양수학의 

교육 내용 분석

이공계열 1학년 학생들이 이수하는 기초교양수학의 교

육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2019학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서 학생 수가 많은 대학 30개를 선정하였고, 2020학년

도 2학기에 선정된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공

계열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기초교양수학의 강의계획서

를 공개하고 있는 대학 11개를 다시 선정하여 기초교양수

학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11

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초교양수학의 교과목명과 

교재명 등은 <표 5>와 같다.

11개 대학의 기초교양수학 관련 교과목명은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사용된 교재를 살펴보면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미분과 적분이 교재명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대학

교과목명 핵심 개념 주요 내용

미적분

수열의 극한
- 수열의 수렴과 발산,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성질, 극한값, 등비수열의 극한값, 급수의 수렴과 발판, 

등비급수와 그 합, 등비급수의 활용

미분법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 함수의 몫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매개변

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이계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개형

적분법
-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 정적분의 급수와 합,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입체도형의 부피, 속도와 거리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의 수, 중복조합과 그 수, 이항정리

확률
-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확률의 기본성질, 확률의 덧셈정리,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확률, 사건의 독립과 

종속, 확률의 곱셈정리

통계
-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이항분포,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 모집단과 

표본, 표본추출의 원리,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모평균 추정

기하

이차곡선 -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차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차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평면벡터
- 벡터,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 위치벡터, 평면벡터와 좌표, 내적, 좌표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한 직선과 

원의 방정식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삼수선의 정리, 정사영,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의 방정식

<표 4>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의 주요 내용(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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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내용에서 미분과 적분이 필수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4개 대학에서 James Stewart(2015)의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8/e)를 원서 또는 번역본을 사용하

고 있고, 다른 대학들의 교재의 목차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의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6>에서 제시된 James Stewart(2015)의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8/e)의 내용을 살펴보면, 함수와 모

델, 극한과 도함수, 미분법, 미분의 응용, 적분, 적분의 

응용, 적분법, 적분의 추가 응용, 매개방정식과 극좌표,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벡터와 공간기하학, 벡터함수, 편

도함수, 다중적분, 벡터미분적분학으로 구성된다.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1개 대학의 강의계획서

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모든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변수함수와 편도함수이었고, 10개 대학에

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벡터, 도함수와 미분법, 미분의 

응용, 적분과 적분법, 적분의 응용, 다중적분이었다. 그밖

에 극한(9개 대학), 극좌표(9개 대학),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8개 대학), 집합과 함수(7개 대학), 매개화된 곡선(6

개 대학), 행렬(4개 대학), 복소수(1개 대학)가 있다.

서울대학의 경우 다른 모든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도함수와 미분, 미분의 활용, 적분, 적분의 활용이 강의

계획서에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 ‘수학1’의 교과목 

개요를 살펴보면 “이 과목은 이공계열 신입생을 위한 기

초 교양수학과목으로, 주된 내용은 미적분학이다.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함수의 극한, 삼각함수, 지수함

수, 로그함수 등을 포함한 여러 함수의 미분법과 그 응용, 

대학 교과목 교재 저자 출판사

건국대학교 수학 및 연습1, 2 미분적분학 James Stewart 경문사

경북대학교 수학1, 2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8/e) James Stewart Cengage Learning

고려대학교 미적분학 및 연습1, 2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8/e) James Stewart Cengage Learning

단국대학교 일반수학1, 2 미분적분학 이강섭 외 단국대학교 출판부

동국대학교 미적분학 및 연습1, 2 미적분학 미적분학교재 편찬위원회 북스힐

부경대학교 미적분학 이공계를 위한 미분적분학 부경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경문사

서울대학교 수학1, 2 미적분학1, 2 김홍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원광대학교 수학1, 2 대학미분적분학 James Stewart 경문사

인하대학교 일반수학1, 2 미적분학 이익권 외 경문사

충남대학교 수학1, 2 미분적분학 강동오 외 신성출판사

홍익대학교 대학수학1, 2 대학수학 김남현 외 범한서적

<표 5> 선정된 11개 대학의 기초교양수학 교과목 정보

단원 내용

함수와 모델 - 함수의 표현, 수학적 모델, 지수함수, 역함수와 로그 등

극한과 도함수 - 함수의 극한, 연속성, 무한대에서 극한, 미분계수와 변화율, 도함수 등

미분법
-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 곱과 몫의 법칙, 삼각함수의 도함수, 연쇄법칙, 음함수의 미분법, 로그함수의 도함수, 

선형근사와 미분, 쌍곡선함수 등

미분의 응용 - 최댓값과 최솟값, 평균값 정리, 부정형과 로피탈 법칙, 최적화 문제 등

적분 - 넓이와 거리, 정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부정적분, 치환법 등

적분의 응용 -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부피, 함수의 평균값 등

적분법 - 부분적분, 삼각함수의 적분, 삼각치환, 부분분수에 의한 유리함수의 적분 등

적분의 추가 응용 - 호의 길이, 회전체의 겉넓이 등

매개방정식과 극좌표 - 매개곡선의 미적분, 극좌표, 극좌표에서 넓이와 길이 등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 수열, 급수, 적분판정법, 비교판정법, 교대급수, 절대수렴과 비 판정법, 멱급수, 테일러 급수와 매클로린 급수 등

벡터와 공간기하학 - 삼차원 좌표계, 벡터, 내적, 벡터곱,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등

벡터함수 - 벡터함수와 공간곡선, 벡터함수의 도함수와 적분, 호의 길이와 곡률 등

편도함수 - 다변수함수, 편도함수, 연쇄법칙, 방향도함수와 기울기 벡터 등

다중적분 - 일반 영역 위의 이중적분, 극좌표에서 이중적분, 이중적분의 응용, 삼중적분, 다중적분의 변수변환 등

벡터미분적분학 - 벡터장, 선적분, 그린정리, 면적분, 스토크스 정리, 발산정리 등

<표 6>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8/e)의 주요 내용(James Stewa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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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 1학년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 변화에 따른 기초교양수학 개선 방안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계산법과 그 응용 등에 익숙한 학생

을 수강대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함

수와 미분, 미분의 활용, 적분, 적분의 활용은 기초교양수

학의 선수지식으로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으로 간주하

고 있다.

또한, 극한은 도함수와 연계되고, 극좌표는 다중적분 

방법에서 사용되고 있어 강의계획서에 제시되고 있지 않

지만, 교육 내용에는 포함된다. 그리고 행렬은 벡터의 내

적과 외적에서 도입되고 있어 많은 대학에서 행렬을 수업

에서 활용하고 있다.

선정된 11개 대학 중 8개 대학(약 73%) 이상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극한, 도함수와 미분, 미분의 

활용, 적분, 적분의 활용, 수열, 급수와 판정법, 극좌표, 벡

터, 다변수함수와 편미분, 다중적분, 벡터의 미적분이 있다.

4. 대학교 1학년 기초교양수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수학기초학력은 대학에서 배우

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문제해결 과정

에서 기본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기초학력이 부

족한 경우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교양수학을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먼저, 이전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었으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배우지 않는 미지수가 3개

인 해를 구하는 방법은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내용의 문제

해결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부분분수를 이용한 적분에

서 부분분수 분해를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는 데 

대부분의 대학교재에서는 그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답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해 

스스로 그 풀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일부 학생을 제외

하고 이 풀이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일반 교과에서 삭

제된 행렬은 대학의 여러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행렬식은 벡터의 외적

을 구할 때와 다중적분의 변수변환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두 벡터의 외적에서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행렬식을 이용하여 외적을 구하는 식을 유도한

다. 이때,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배우지 않아 행렬의 개념

주제 대학

집합과 함수 -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7)

극한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9)

도함수, 미분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0)

미분의 활용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0)

적분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0)

적분의 활용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0)

수열, 급수와 판정법
-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0)

매개화된 곡선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6)

극좌표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9)

벡터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0)

다변수함수, 편미분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1)

다중적분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10)

벡터의 미적분, 면적분 -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8)

행렬 - 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4)

복소수 - 인하대학교(1)

<표 7> 대학별 기초교양수학 교육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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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산 등을 모른 채 단순히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만 

지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이전에는 학생들이 배웠으나 현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배

우지 않는 내용 중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 기초교양수학에서 자세히 다룰 필요

가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학I’과 ‘수학

II’가 공통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확

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을 진로로 선택한 학

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이공계열을 진로로 선

택한 학생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의 다양한 입시제도로 인해 ‘미적분’과 ‘기하’

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

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배웠더라도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배우지 않았

다면 대학에서 기초교양수학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

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기하’를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선택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

을 가능성이 큰데, ‘기하’를 학습하지 않을 경우 이차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을 

이수하게 된다. 조사 대상인 대부분의 대학에서 벡터를 

기초교양수학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차곡선은 학생들

의 수학기초학력으로 간주하고 따로 교과목 내용에 포함

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이차곡선은 기초교양수학의 다양

한 영역에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분과 적분의 

응용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또한,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에서 벡터와 공간도형을 지

도할 때,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본 개념을 수학기초학력으

로 간주하고 지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않거나 깊이 있게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초교양수학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고

등학교에서 학습하지 않았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

함수 등의 미분과 적분을 학습하지 않아 ‘기하’에 비해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을 이수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한 교과목에 따라 수학기초학력의 차가 매우 클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

목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준별로 

기초교양수학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여러 대학에서 개설

하고 있는 기초수학의 운영이 필요하다.

김윤아와 김경미(2017: 349)는 대학에서 기초수학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입생 대상 교양수학 과목에

서 많은 학생이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습을 어려워하며 

실질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채로 전공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에서 수학은 매우 

중요한 교과이므로 수학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전공을 

이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일부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므로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학생들

의 수학기초학력 측정 도구 개발 및 평가 결과 공유, 기초

수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기초수학 교과목을 개발하고 대학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운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

의 수학기초학력의 변화를 주는 요인 중 수학과 교육과정

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의 교육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기초교양

수학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우리나라는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습 부담 경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약화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학기

초학력 부족으로 인해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기초교양

수학 이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공과목 이수에도 어려

움을 겪게 된다.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중⋅고

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바뀌지만, 대학의 기초교

양수학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수학학력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의 교육 내용에 변화가 필

요하다. 먼저 수학과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삭제되었거

나 약화된 내용을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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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개편과 함께 기초교양수학을 강의하는 교수자들에

게 이를 충분히 숙지시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초교양수학의 교과목 설계부터 강의자 개개인의 

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

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각 대학에서 

기초교양수학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

성하여 기초교양수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기초교양수학 

교육과정 연구 및 교과목 개발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도 변화하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입학

하는 이공계열 학과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의 변화가 불

가피하다. 고등학교에서 문⋅이과가 통합되어 진로에 따

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에서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

하게 된다. 따라서 2022학년도 이후에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이 변화되고, 학

생들 간의 수학기초학력의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의 수학기초학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서 이수한 과목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한 과목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표준화

된 수학기초학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대학 입학 전에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

의 수학기초학력을 파악하여 기초교양수학의 교육 내용

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 수준별 교과 

운영과 기초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수학

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셋째, 수학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과 선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학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잦은 변화

는 대학 교육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에 많

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및 대학수학능

력시험 개편 시 대학의 교육여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기초학력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일부 대학

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 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 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서 기초교

양수학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대학의 기초교양수학을 이수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과 대학 교육과정이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에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어느 해보다도 수학기초학력의 변화와 학생들 

간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학기초학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학생들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어느 특정한 대학에서 한 해 동안 진행되기보다는 수준이 

다양한 대학들이 함께 다년간 연구를 통해 수학과 교육과

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가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

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차후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대

학의 이공계열 학생들이 전공을 이수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행정적⋅재정적으로 규모

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 연구자가 진행하기보다 국가

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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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Mathematics Curriculum and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at affect the changes in the Basic Mathematical Ability of students enrolled in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s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basic general mathematics completed by first-year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in order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for basic general mathematics. In Korea, whenever the mathematics 

curriculum is revised, the content covered in the previous curriculum is deleted or weakened in order to optimize the educational 

content, and ‘Calculus’ and ‘Geometry’ are required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o choose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us, the basic academic ability of mathematics is lowered, and it is difficult to complete the basic general mathematics 

taught in the first year of univers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mathematics and curriculum 

to include deleted or weakened contents in the university's basic general mathematics, to understand the students' basic academic 

ability in mathematics, and to operate basic general mathematics by level or operate basic mathematics courses. In addition, 

when revising the mathematics both in curriculum and the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the opinions of professors in 

charge of basic general mathematics education at universities should be sufficiently reflected to minimize changes in key 

factors for students to complete basic general mathematics,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urriculum for general mathematics education at a college level.

Key Words: Science and Engineering, Basic Mathematical Ability, Basic General Mathematics, Mathematics Curriculum,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