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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리논술고사는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

하는 신입생 선발도구로 2004년1)에 등장하여 현

재 10여 년 동안 각 대학 입학생 선발의 평가도

구로 사용되고 있다. 논술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

험이 평가하지 못한 부분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해 각 대학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 형태

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주로 객관식으로 치러

지는 까닭에 수험생의 창의력이나 사고력, 논리

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

련된 제도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논술 능력은 다양한 지식을 비판적 사고로 분

석,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하고 

인지적 능력을 함양하게 하므로, 학교교육에서도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사고력의 훈련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창의적인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해 논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학적 능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써 자신

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

는가와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해

결방식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가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

대 실시하도록 할 것(경기도교육청, 2012)을 권

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논술 교과가 존

재하지 않는 것처럼 수리논술 교과 또한 존재하

지 않고, 대입전형으로서 수리논술고사가 실시되

고 있다. 즉, 우리나라 수리논술은 학문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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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문제풀이형으로 시작하였고 본고사 문제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2008학년도부터 통합교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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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입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를 통하여 수리논술고사에 대한 정체

성을 규명하고 실제 수리논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수리논

술고사에 관한 이해를 얻기 위해 2016학년도에 수리논술고사를 실시한 우리나라 25개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논술자료집에서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을 분석

하여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2015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실제 수리

논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

에 나타난 평가요소는 수학적 지식, 이해력, 논리ㆍ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으로 수리논술고사의 정체성은 이런 능력, 즉 수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고

차원적인 사고능력과 논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리논술

고사 평가요소에 따라 수리논술 평가기준을 정하고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수리논술고사는 평가요소 중 수학적 지식, 이해력, 문제해결력을 요구하

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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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거나 학교 교육과정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

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의 한 방법으

로서 부각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수리논술고사는 대학별고사로

서 각 대학은 수리논술고사 문제를 다양하게 출

제하고 있고, 그 유형과 내용이 여러 차례 변모

되어 왔다. 수리논술과 통합논술이 혼용되어 사

용되기도 하고, 수리논술을 자연계 논술에서 과

학논술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입시와 관련하여 등장한 수리논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입의 한 전

형요소로서 수리논술고사의 비중이 크지만, 아직

까지 수리논술고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논술고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으로 교육인적자

원부(2005)는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 계

획」을 통해 논술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교

육인적자원부(2005)가 제시한 논술고사의 개념은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으로 주어진 

지문 등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적인 문

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술고

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의 예시로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

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술고사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수리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미

진한 편이다. 수리논술평가의 정체성에 대한 연

구(표성수, 2011)가 있는데 이는 수리논술이 등

장하였으나 수리논술의 개념과 실시에 대해 모

호함이 많아서 수행된 연구로서 수리논술은 논

증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 표현으로 논증도식에

서 사용되어지는 수학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거나 

수학적으로 보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내용적으로는 수학적 지식의 맥락성을 바탕으로 

하여 수학실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

지만 수리논술평가의 정체성은 아직도 불분명하

여 학문적 접근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대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수리논술 평가목표의 분류 및 실제에 관한 연

구(박제남, 2011)에서는 수리논술의 평가목표 분

류를 Bloom의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 분류에 따

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분류하

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선다형 문항을 포함하여 

학업성취도고사 등의 이원목적분류표 행동영역

의 평가항목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어서 수리

논술만의 평가목표 분류라고 할 수 없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리논술고사가 대입 선

발의 도구로서 각 대학별로 실시되므로 대입 수

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를 통해 수리논술고사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를 기초로 한 학문적 접근과 조사연구를 통하여 

각 대학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수리논술고사 평가기준을 통해 실제 

수리논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리논술고사

가. 수리논술의 의미

수리논술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

현되고 있다. 문인천(2006)은 수리논술은 제시문

에서 주어진 지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

양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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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정답 그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 논리적

인 설명을 요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박정호 외(2009)는 수리논술은 수학의 원리를 

다양한 상황에서 발견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창

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

적을 두는 논술형 교육과정․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박제남(2011)은 중등과정에서의 수리논술이란 

학교수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

장을 정당화하는 글쓰기라고 하였다.

표성수(2011)는 수학 지식을 보장으로 사용하

거나, 수학적으로 보장을 만드는 논증도식을 가

진 논술을 수리논술이라고 하며, 내용면에서 수

학을 포함하고, 전개형식에서 논리적인 양식을 

포함하며 표현에서 글쓰기 양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리논술은 수학에 대한 평가가 아

니라 학생의 학업성취 능력의 한 종류로서 전체

적인 시각에서 수학학습 정도를 관찰하는 관점

을 취해야한다고 하였다.

강옥기 외(2015)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수학을 근거로 하여 논리

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수리논술이라고 하고, 수리

논술은 수학을 사용한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며 

상황의 이해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바르고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글쓰기로서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가 제시한 수리논술

은 다음과 같다. 수리논술의 내용은 수리(수학)

이고, 형식은 논술이다. 수리논술은 수리적 사고

와 논리적 서술이 결합된 말이다. 수리적 사고에

서 수학을, 논리적 서술에서 글쓰기를 떠올린다

면 수리논술은 수학적 글쓰기인 셈이다. 수학이 

보편적인 사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수학적 사고

를 논술이란 형식 속에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를 전개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가 제시한 수

리논술은 수학적 원리나 개념에 바탕을 둔 어떤 

것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다. 즉, 수리논술에서 

말하는 수학적 원리나 개념은 수학적인 가정을 

이용하여 수식이나 그림, 그래프를 이용하여 표

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술하거나 풀어내야 

할 주제에 대해 해당하는 제시문이나 논제의 분

석을 해야 하고, 사고나 추리를 이치에 맞게 이

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써서 논증구조를 갖

추어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수리논술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직까지 이

렇다하게 수리논술에 대해서 합의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어떤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학적 지식을 바

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서술하는 것을 수리논술이라고 하겠다.

나. 고차원적인 사고

논술고사는 고등정신기능을 평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

등정신기능은 고차원적인 사고기능, 고등사고능

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차원적인 사고는 사실

을 재진술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

는 것이고, 사실에 어떤 것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해하고, 추론하고, 다른 사실 또는 개념과 연

결하고, 범주화하고, 조작하고, 새롭고 참신한 방

법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

법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다(Thomas & Thorne,

2009).

Brookhart(2010)는 고차원적인 사고의 정의를 

전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의 세 가지 범주로 

정하였고, King, Goodson, & Rohani(2010)은 고차

원적인 사고기능은 비판적, 논리적, 반성적, 초인



- 506 -

지적, 창의적 사고를 포함하고, 이 기능들은 친

숙하지 않은 문제, 불확실한 문제, 딜레마에 직

면했을 때 실행되어진다고 했다. 고차원적인 사

고기능의 하위 요소로 상황, 초인지, 절차적 지

식, 이해, 창의성, 통찰력, 지능, 문제해결, 비판

적 사고를 들고 있다.

김영정(2005)은 고등사고능력을 기호적 사고,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발산적 사고, 상징적 사고의 7범주로 구별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

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가 비판적 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된 사고능력이라 하였다.

이상의 Thomas & Thorne(2009)와 Brookhart

(2010)의 고차원적인 사고의 특징과 King,

Goodson, & Rohani(2010)의 고차원적인 사고기능,

김영정(2005)의 고등사고능력의 7범주에서 강조

하는 요소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II-1>

과 같다.

<표 II-1>에서 보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사고의 

특징, 고차원적인 사고기능, 고등사고능력에 대

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지식

과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주어진 상황에서 초인지를 사용하는 반성적 사

고, 문제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바가 유사하다.

이 중에서 Thomas & Thorne(2009)은 추론, 연

결, 범주화, Brookhart(2010)는 합리적 사고와 반

성적 사고를 포함하는 비판적 사고, King,

Goodson, & Rohani(2010)는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반성적 사고, 김영정(2005)은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를 강조

하였는데 이런 사고기능을 대표하면 비판적 사

고라 할 수 있고, 김영정(2005)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의 각 특징을 살려 이를 논리․비판적 사고로 

나타내겠다.

따라서 고차원적인 사고의 공통적이고 핵심적

인 요소를 추출하면 지식, 이해, 논리․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창의성이라 할 수 있고, 이상의 

고차원적인 사고와 그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1> 고차원적인 사고의 특징과 기능, 고등사고능력의 비교 

Thomas &

Thorne(2009)

Brookhart

(2010)

King, Goodson, &

Rohani(2010)

김영정
(2005)

고차원적인 사고의 
특징

고차원적인 사고의 특징
고차원적인
사고기능

고등사고능력

조작
전이

지식 절차적 지식
기호적 사고

이해 이해이해

추론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추론, 비교, 연결성,

복잡성)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 추론적 사고

반성적 사고
(질문, 탐구, 관찰, 묘사,

관점조사)

반성적 사고 종합적 사고연결

범주화 상황, 초인지
대안적 사고

문제해결

문제해결

비정형 문제해결 문제해결

창의성 발산적 사고
창의적 대안 형성

통찰력
상징적 사고창의성 의사소통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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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적인 사고

지식 이해
논리·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창의성

개념
절차

이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반성적 사고
종합적 사고

비정형 
문제해결

창의적 대안
발산적 사고

<표 II-2> 고차원적인 사고와 기능

결국 고차원적인 사고는 지식과 이해, 논리․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인적자원부(2005)가 

논술고사에 대해 제시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논술고

사의 평가요소와 거의 유사하다.

2. 수리논술 능력

가. 논술 능력

수리논술고사는 평가(evaluation)2)의 한 방법이

다. 수리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리논술 능력

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수리논술 능력이 무엇

인지에 대해 이렇다하게 제시한 연구는 찾기 힘

들지만, 수리논술도 논술의 한 영역이므로 수리

논술에 필요한 능력은 일반적인 논술 능력에 기

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원진숙(1998)은 논술 능력을 주어진 문제 상황

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

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언어로 서

술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논술 능력 평

가기준으로 표현, 구성, 논리, 문제해결 능력, 설

득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논술 능력 평가기

준은 논술 능력의 구성체 원리를 바탕으로 고안

하여 타당도 요건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실천적 

국면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임을 

덧붙였다.

이명준 외(2005)는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크게 

비판적 읽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논리

적 서술 능력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은 주로 이해․분석력에 상응하

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은 주로 창의력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은 주로 논증력과 표현력에 상응한다고 보

2) 평가(evaluation)는 주의깊은 시험과 판단의 기초위의 어떤 것에 가치를 결정하거나 값을 할당하는 과정
(NCTM, 1995)이다.

논술과정
필요한 능력

종류 각 능력에 대한 설명(또는 예) 비고

제시문 읽기
비판적 읽기 

능력
논술에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 및 분석, 비판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논술할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적, 다단적, 독창적으로 논
의를 전개할 수 있는가

창의력

논리적 서술 
능력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글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
되면서 논리적 비약은 없는가

논증력

표현하기
논리적 서술 

능력

적절한 어휘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고 적절한 비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가

표현력

<표 II-3> 논술에 필요한 능력(이명준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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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표로 나타내면 <표 

II-3>과 같다.

이명준 외(2005)가 제시한 논술에 필요한 능력인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논증력, 표현력은 고차원

적인 사고의 기능인 지식, 이해, 논리․비판적 사

고, 문제해결, 창의성과도 유사하다. 여기서 논리․

비판적 사고에 분석적 사고가 포함되므로 분석력

은 논리․비판적 사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준 외(2005)가 제시한 논술에 필요

한 능력인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논증력, 표현력

은 수리논술에서도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하겠다.

나. 수학적 지식

수리논술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 지

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서술하는 것이므로 수리논술에서는 

수학적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수학적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되었다. Cooney, Davis, Henderson

(1975)은 학교 수학에서 가르쳐지는 수학적 지식

의 유형으로 개념, 원리, 절차, 기본셈을 들었다

(Davis, 1978 재인용). Davis(1978)에 의하면 수학

적 지식의 유형에 따라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과 

절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다.

수학적 지식은 형식주의 관점에서 수학은 개념,

규칙, 정리, 구조의 집합이라 할 수 있으며, 반면

에 활동주의 관점에서 수학은 일반화, 분류, 형식

화, 순서화, 수량화, 추상화, 패턴 탐구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형식주의와 활동주의의 서로의 극단적 입장을 절

충한 van Dormolen(1986)은 수학이 활동에 의해 

새로운 지식인 정리, 규칙, 정의, 방법, 규약과 같

은 것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지식의 요소를 

핵심이라 불렀다(김선희, 이종희, 2003 재인용).

이처럼 수학적 지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

지만 최근에는 많은 수학교육학자들이 수학적 

지식을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구분하

였다(Kulm, 1994).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학교육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Kulm(1994)의 연

구를 따라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라 하겠다.

강옥기 외(2011)는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개념적 지식이

란 수학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개

념과 개념들 사이의 관계이해를 말한다. 개념적 

지식에 대한 평가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기

호․정의․예를 아는지, 개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념의 다양한 의미를 인식하

는지, 새로운 상황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한편, 절차적 지식은 고정된 수학적 절차를 계

산 방법이나 조작 방법 등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적 지식은 두 부분으로 형성되

어 있다. 첫 번째 절차적 지식은 수학의 형식적 

언어 또는 기호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절차적 지식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알고리즘

이나 법칙 또는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적 지식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절차를 실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절차를 적용하며 절

차가 타당한 이유와 그 절차적 지식의 배경을 

이루는 개념적 지식을 아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

다. 또한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적

용할 수 없는 절차를 구별하고, 절차를 수정하고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능력도 포함한다.

즉,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수학에서 기

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으로 수리논술에서 갖추

어야 할 수학적 지식이라 하겠다.

다. 수학에서 논증

Pedemonte & Bettina(2007)는 수학교육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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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argument)3)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활동의 

하나이지만 논증에 대한 정의는 공유되지 않았

다고 하고, 수학에서 논증과 증명 사이의 공통적

인 네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기능적 

특성은 이성적인 정당화 활동을 위한 목적을 가

지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기 원할 

때 개발되며, 자신 또는 보편적인 청중을 대상으

로 하고, 수학에서 논증과 증명은 담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체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특징은 증명이 수학에서 특별한 논증

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Balacheff(1988)은 증명에 대한 사회적 그

리고 인식론적 접근은 논증과 증명 사이에 차이

점이 있음을 제안했다 결과물에서 보여주는 추

론의 형태에서 논증은 연역뿐만 아니라 유추, 은

유 등 수학적 증명보다 더 넓은 가능성의 범위

를 제시하고, 논증은 명백하지 않지만 일관성을 

보증하는 공통된 틀을 가진 다른 이론에 속하는 

참고자료4)로부터 취해진 논쟁을 활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수학적 증명에 대해서는 연역적 방법

을 제안했다(Thurston, 1994).

수학에서 논증은 문제해결 과정과 증명 구성

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

의 표현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증명은 수학에서 

특별한 논증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하겠다.

논증의 구조와 증명의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증 모형으로 대표적인 것이 Toulmin

(2003)의 모형이다. Toulmin(2003)은 [그림 II-1]과 

같이 주장(Claim), 자료(Data), 보증(Warrant), 한정

어(Qualifier), 반박(Rebuttal), 지지(Backing)의 6가

지 요소로 구성된 논증 도식을 제시하였다. 논증

에서 첫 번째 단계는 주장에 의해 표현되고, 두 

번째 단계는 결론을 지지하는 자료의 결과물로 

구성된다. 보증은 자료-주장 관계에 대한 지지로

서 적당한 자료 사용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고,

자료와 주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지지는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

는 것이고, 지지는 통계, 사례, 증언 등으로 구성

될 수 있다. 한정어는 논증의 확실성 정도, 논증

의 힘을 제한하는 서술어, 논증이 참이 되게 하

는 조건들을 제안하는 서술어로 주장을 확고히 

한다. 반박은 논증을 반박하는 이유를 진술하거

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건들을 진술하

여 잠정적으로 반박한다. 이 Toulmin(2003)의 논

증 모형은 구성요소가 여섯 가지로 정교한 논증

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리논술에서 논

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수리논술에서 논증은 주장,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 주장에 연결되는 자료를 허용하는 보증의 

구조를 갖추고, 보증을 지지하고 주장을 자세하

게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증거, 방법 및 

구조, 수식 및 시각적 표현 등이 사용될 수 있으

며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보증(W)
반박(R)

지지(B)

자료(D) 한정어(Q) 주장(C)

[그림 II-1] Toulmin(2003)의 기본모형

3) 단어 ‘argument’는 명제, 의견 또는 측정을 위하여 또는 반해서 제공되는 근거(reason) 또는 근거들이고,

구두 논쟁, 수적 데이터, 그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argumentation’은 하나 또는 더 많은 논리적으로 연
결된 argument로 구성된다(Webster).

4)‘참고자료’라는 표현은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참고진술뿐만 아니라 시각적, 실험적 증거, 물리
적 제약 등을 포함한다. ‘참고논증’ 또는 간단히 ‘참고’이다. 논증은 추론의 단계를 지지하는 참고자료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가능하지 않다. 일상적인 논증의 참고자료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결정되
고, 주로 함축적이다. 수학적 증명도 ‘참고자료’가 필요하다(Doue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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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의력

창의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여 일치된 정의

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개

념은 창의적 사고 활동으로서 새롭고 가치있는 

산물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Torrence, 1988;

김판수 외, 2013).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자가 이미 습득하고 

있는 정보들과 과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끌어

내고 이러한 정보들을 새로이 조합함으로써 가

치있는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신현용 외, 1999 재인용). 창의적 

사고 과정에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

성하는 과정은 물론 생성된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도 수반되므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모두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생각해 내는데 필요한 지적 능력이다.

창의는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고 결합하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는 많은,

다양한, 독특한 그리고 정교하게 생각할 줄 아는 

발산적 사고5)로 나타난다(김영채, 2007).

수학적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정

의도 찾기 어렵다. 이에 많은 수학적 창의성 연

구는 창의적인 수학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

었다(권오남 외, 1997; 2000; 김경자, 2000; 한길

준 외, 2002).

Ervynck(1991)은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의 특별

한 논리-연역적인 성격과 생성된 개념들이 수학

의 중요한 핵심에 통합되는데 적절한지를 고려

하면서 문제를 풀고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라고 하였다.

김홍원 외(1996)도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기 

위해 문제해결력을 다루고 있고, 수학적 창의력

을 수학적 문제해결과 수학적 창의성이 결합된 

가장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능력으로 보았다.

남승인(2007)은 수학적 창의성을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이전에 학습한 지식과 경험을 통합, 재

구성하여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다

양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

향과 능력’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수학적 창의성은 문제해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이 수학적 창의성임을 알 수 있다. 수리논술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 문제해결을 해야 하므로 

수리논술에서 창의력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

나는 수학적 창의성을 의미하는 창의적 문제해

결을 의미하고, 창의력의 평가는 문제해결 과정

에서 나타나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평

가요소로 적용할 수 있겠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우리나라 수리논술고사는 대입 선발의 도구로

서 각 대학별로 출제 및 실시되므로 수리논술고

사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제

시하고 있는 대입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 따른 평가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정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실제 수리

논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대입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

향의 평가요소는 무엇인가?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에 따른 평가기준

은 무엇인가?

5) 발산적 사고의 요소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라 한다(김영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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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논술고사의 기출문제는 실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2.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절차

우리나라 대입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나타난 평가요소는 각 대학이 나

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바 평가요소에 대한 용어

와 의미가 다양하고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수리논술의 의

미, 고차원적인 사고와 수리논술 능력에 대해 살

펴보았다.

그리고 수리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각 대학교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평가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연구는 현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서(성

태제, 2001) 수리논술고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고, 실제 수리논술고사가 어떻게 출

제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나. 대입 수리논술고사 분석 대상 선정

우리나라 수리논술은 대입의 평가도구로서 수

리논술고사의 출제방향 및 기출문제는 입시관계

자들에게 주된 관심사이다. 수리논술고사가 실시

된 지 10여년을 거치면서 각 대학교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자체를 변동하기도 하였고, 출제방향도 

약간씩 변화되었다. 그동안 수리논술고사 문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꽤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

고사(논술중심 전형)를 실시한 28개6) 대학교 중

에서 자연계열 논술에 수리논술이 포함되지 않

은 3개7) 대학교를 제외한 25개 대학교의 2016학

년도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과 

2015학년도 기출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다. 수리논술고사 분석 방법

수리논술고사를 실시하는 25개 대학교 홈페이

지에서 2016학년도 논술자료집8)을 다운받아 수

리논술고사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의 공통 요소

들을 조사하여 문헌연구에 기초한 수리논술고사

의 평가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한 수리

논술고사의 평가요소에 대한 수리논술고사 평가

기준을 정하였다.

실제 수리논술고사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5개 대학교에서 2015학년도9)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수리논술고사 평가기준에 따

라 분석하였다. 각 대학교는 계열별10)로 보통 2

개 정도의 대문항을 출제하고, 그에 따른 소문항

을 각각 1~4개씩 출제하였다. 분석한 기출문제의 

수는 대문항 89개, 소문항 249개이다.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에서 수리논술고사 평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고사(논술중심 전형)를 실시하는 대학을 참
고함. 2016학년도 논술고사 실시 대학(28개 대학) :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기대(서울, 수원),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죽전), 동국대(서울),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
앙대(서울, 안성), 한국외대(서울, 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에리카), 홍익대(서울).

7)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경기대, 서울여대, 한국외대는 수리논술을 실시하지 않음.

8) 각 대학교는 논술자료집, 논술전형자료집, 논술가이드북 등의 명칭으로 논술전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
고 있음.

9) 2016학년도 논술자료집은 2016년 신입생을 위한 안내 자료로서 여기에 예시된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로
서 2015학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소개됨.

10) 각 대학교는 논술고사 실시 방법에 따라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간호계 등으로 구분하여 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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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에 따른 수리논술 문항의 평가요소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학교육 전문가의 검

토를 통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

각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입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논술 전형11)

은 대입 수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치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교가 논술자료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계열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

표 및 출제방향은 다음 <표 IV-1>과 같다.

이상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교의 수리

논술고사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의 평가요소들을 

나열하면 각 대학교마다 표현하는 바가 약간씩 

11) 논술 전형은 대학별 수시에서 일반전형, 논술중심전형, 논술우수자전형 등으로 명칭하고 논술고사를 통
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임.

대학교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

1 C
수리논술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논리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문들에 나타난 수리적 개념
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항을 출제함

2 K1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바탕으로 통합적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추론능력,

사고 및 추론의 결과뿐만 아니라 추론과정까지 평가함

3 K2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 기본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논리적 분석력 및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4 K3

자연계 논술고사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에 바탕을 두고, 창의적인 사고의 틀 안에
서 학생들의 이해능력,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능력, 기본개념의 해석력, 그리고 논리적 설명능
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및 응용력,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하는 논증능력과 활용 및 창의적인 논리 전개를 출제방향으로 제시함

5 K4

자연계 논술고사는 기본개념 이해 및 심층 사고력의 측정을 목표로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
어를 찾아낼 수 있는 직관과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수학적 논리를 통해서 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함

6 K5
대학에서 학업을 수학하기에 요구되는 종합적 문제이해능력 및 해결능력과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함

7 D1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수학만 출제하는 수리논술고사로 기본원리의 이해 수준, 계산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함

8 D2

자연계열 수리논술고사에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을 얻는지 살펴봄으로써 수리적 
논리와 분석능력, 계산능력,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과 수학적 문제해
결능력을 요구함

9 P
수리논술고사에서는 수학교과에 대한 지식 정도와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및 서술능력을 평가하고
자 함

10 S1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로서 주어진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그것을 문제해
결에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그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를 얼마나 잘 서술하는지, 수학적 사
고력과 논리력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를 평가함 

11 S2
수리논술고사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수학적 언어로 서술하여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12 S3
수리논술고사는 계산능력 및 이해정도와 이를 활용하여 결론을 비약없이 잘 서술할 수 있는 논리
적 사고력, 분석 및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표 IV-1> 각 대학별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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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수학적 개념, 계산력, 독해력,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력, 응용능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 설명, 논리적 서술, 논리적 글쓰기,

논증력이다.

이 평가요소들 중 의미가 유사한 것들을 묶어

서 독해력과 이해력은 이해력으로, 표현과 설명

은 표현력으로, 논리적 서술과 논리적 글쓰기는 

서술능력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가 수리논술고사 평가목

표 및 출제방향에서 제시하는 평가요소들을 수

학적 개념, 계산력,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

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추론능력, 문

제해결력, 응용능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 서

술능력, 논증력으로 하여 1차로 정리한 것은 다

음 <표 IV-2>와 같다.

1차로 조사한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들을 

고차원적인 사고능력과 논술능력에 따라 공통성

12) 각 대학교명은 영문표기의 첫 문자이고, 첫 문자가 같은 경우 숫자를 붙여 구분함.

대학교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

13 S4

자연계 논술고사는 깊이 있는 이해와 학습한 교과 지식을 현상에 적용하고 설명하는 응용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과정에 동원되는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표
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14 S5

자연계 논술고사는 주어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기본적인 계산능력과 
주어진 단계를 따라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이해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15 S6

자연계 논술고사는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논증구성력, 의사소통능력을 평가기준으
로 삼고, 수학과 통계학의 기본원리에 관한 제시문을 기초로 이해력, 분석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
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함

16 S7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수학적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
고능력과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17 A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고자 함

18 Y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수학적 개념, 수리적 사고력과 논증력을 측정하는 문제와 고등학교 교과과정
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문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이해력, 논리적 분석력, 창의적 문제해
결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함 

19 U 수리논술고사는 계산능력, 분석 및 추론능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20 E

논술고사의 평가기준은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분석력, 객관적·논리적 근거
에 입각한 논증력,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임

21 I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수학교과만을 평가하는 수리논술 시험으로, 수학교과의 여러 개념 및 원리를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능력, 수리계산능력 및 수리응용능력, 문제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22 J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고, 제시문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
고를 전개할 수 있는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자신이 생각한 바를 언어나 수식을 
통해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함

23 H1 수리논술고사는 계산능력, 수학적 개념의 이해정도와 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함

24 H2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수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며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정의들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논
리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리논술고사를 실시함

25 H3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문제해결이 창의
적인지, 기호나 수식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표 IV-1> 각 대학별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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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사성이 있는 항목들을 묶어서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수학적 개념은 수학적 지식에서 개념적 지식

을 의미하고 계산력은 절차적 지식에 포함되므

로 수학적 개념과 계산력을 합하여 수학적 지식

으로 분류하였다. 이해력은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능력

으로 볼 수 있다.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추론능력은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중에서 

논리ㆍ비판적 사고의 사고기능 요소이므로 이 

평가요소들을 묶어서 논리ㆍ비판적 사고력으로 

하였다. 문제해결력과 응용능력을 합하여 문제해

결력으로 나타내었다. 창의적 사고력은 논술에 

필요한 능력인 창의력으로 나타내었고, 표현력과 

서술능력은 표현력으로 나타내었다. 논증력은 논

술에 필요한 능력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대학교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평가요소들

을 추출하면 수학적 지식, 이해력, 논리ㆍ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의 7

13) 수리논술고사를 실시한 25개 대학교 중 각 평가요소를 제시한 대학 수의 비율(%)임.

대학교12)
수학적 
개념

계
산
력 

이
해
력

분석
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

응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
력

서술
능력

논
증
력

1 C ○ ○ ○ ○

2 K1 ○ ○ ○ ○

3 K2 ○ ○ ○ ○ ○

4 K3 ○ ○ ○ ○ ○ ○

5 K4 ○ ○ ○ ○ ○ ○ ○ ○ ○ ○

6 K5 ○ ○ ○ ○

7 D1 ○ ○ ○ ○

8 D2 ○ ○ ○ ○

9 P ○ ○ ○ ○

10 S1 ○ ○ ○ ○

11 S2 ○ ○ ○ ○

12 S3 ○ ○ ○ ○ ○ ○

13 S4 ○ ○ ○ ○ ○

14 S5 ○ ○ ○ ○

15 S6 ○ ○ ○ ○ ○ ○ ○ ○

16 S7 ○ ○ ○ ○ ○

17 A ○ ○ ○

18 Y ○ ○ ○ ○ ○ ○ ○

19 U ○ ○ ○ ○ ○

20 E ○ ○ ○ ○ ○ ○ ○

21 I ○ ○ ○ ○ ○ ○

22 J ○ ○ ○ ○ ○ ○

23 H1 ○ ○ ○ ○ ○

24 H2 ○ ○ ○ ○ ○

25 H3 ○ ○ ○ ○ ○

계 10 8 21 9 17 3 1 6 20 10 9 4 7 5

비율(%)13) 40 32 84 36 68 12 4 24 80 40 36 16 28 20

<표 IV-2> 수리논술고사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나타난 평가요소(1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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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가 수리논술고사 평가목

표 및 출제방향에서 제시하는 평가요소를 정리

하면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으로 수학적 지식은 16개 

대학(64%), 이해력은 21개 대학(84%), 논리ㆍ비

판적 사고력은 20개 대학(80%), 문제해결력은 22

개 대학(88%), 창의력은 9개 대학(36%), 표현력

은 11개 대학(44%), 논증력은 5개 대학(20%)에서 

평가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 평가요소들 중 문

제해결력이 22개 대학(88%)으로 가장 많고, 이해

력은 21개 대학(84%), 논리ㆍ비판적 사고력은 20개

대학(80%), 수학적 지식은 16개 대학(64.0%) 순

으로 많았다. 창의력은 9개 대학(36%), 표현력은 

11개 대학(44%), 논증력은 5개 대학(20%) 순이었다.

정리하면, 각 대학교는 주로 수학적 지식, 이

해력, 논리ㆍ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평가

대학교 수학적 지식 이해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

1 C ○ ○ ○ ○

2 K1 ○ ○ ○ ○

3 K2 ○ ○ ○ ○

4 K3 ○ ○ ○ ○ ○ ○

5 K4 ○ ○ ○ ○ ○ ○

6 K5 ○ ○ ○

7 D1 ○ ○ ○ ○

8 D2 ○ ○ ○

9 P ○ ○ ○ ○

10 S1 ○ ○ ○ ○

11 S2 ○ ○ ○ ○

12 S3 ○ ○ ○ ○

13 S4 ○ ○ ○ ○

14 S5 ○ ○ ○ ○

15 S6 ○ ○ ○ ○ ○

16 S7 ○ ○ ○ ○

17 A ○ ○ ○

18 Y ○ ○ ○ ○ ○ ○

19 U ○ ○ ○

20 E ○ ○ ○ ○ ○

21 I ○ ○ ○ ○

22 J ○ ○ ○ ○ ○

23 H1 ○ ○ ○

24 H2 ○ ○ ○ ○ ○

25 H3 ○ ○ ○ ○

계 16 21 20 22 9 11 5

비율(%) 64 84 80 88 36 44 20

<표 IV-3> 수리논술고사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나타난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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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제시하고 있고,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은 

50% 이하의 대학교가 평가요소로 제시하였지만,

이 요소들은 수리논술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평가요소들을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및 논

술능력과 비교하면 <표 IV-4>와 같고, 우리나라 

수리논술고사는 수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고차원

적인 사고능력과 논술능력을 평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해력과 논리․비판적 사고력, 창

의력은 고차원적인 사고와 논술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요소이고, 이 평가요소들은 교육인적자

원부(2005)가 논술고사의 개념에 대해 제시한 능

력과도 거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수리논술고사의 정체성은 수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과 논술능력을 평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수리논술고사의 실제

가.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에 따른 평가기준

각 대학교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수리논술 능력을 신장

시키기 위해 노력하므로 실제 수리논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IV-4>의 수리논술고사 평가요

소에 따라 수리논술 평가기준과 코드에 대한 약

어를 다음 <표 IV-5>와 같이 정하고, 논제에서 

요구되는 형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형태로 논제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에서 수학적 지식에 대

한 논제요구사항은 ‘정의에 따라, 을 사용하여,

치환하여, 식으로 나타내고’의 형태로 제시되었

고, 이해력에 대한 논제요구사항은 ‘이 되도록 

하는, 이 존재함을, 만족하며 움직일 때’의 형태

로 제시되었으며, 논리․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논제요구사항은 ‘논리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문제해결력에 

대한 논제요구사항은 ‘구하시오, 나타내시오’의 

형태로 제시되었고, 창의력에 대한 논제요구사항

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이고, 구하는데 사용

된 공통된 생각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결정하시

오’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표현력에 대한 

논제요구사항은 ‘표현하시오, 그리시오, 설명하

시오’의 형태로 제시되었고, 논증력에 대한 논제

요구사항은 ‘증명하시오, 근거를 논술하시오, 이

유를 설명하시오’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또한, <표 IV-5>의 수리논술고사 평가기준에 

따라 2015학년도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에서 수

리논술고사 평가요소를 반영한 비율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평가요소
수학적 
지식

이해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

수리논술고사
개념
절차

이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반성적 사고
종합적 사고

비정형 문제해결
응용 능력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

표현
설명

논증
증명

고차원적인 
사고

○ ○ ○ ○ ○

논술능력 ○ ○ ○ ○ ○

<표 IV-4>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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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입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인 수학

적 지식, 이해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력,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을 모두 갖춘 문제는 

거의 없었고, 각 소문항은 수리논술고사 평가요

소 중 보통 3~5개의 평가요소를 요구하였다.

전체 소문항 249개 중에서 수학적 지식이 240

개(96.4%), 이해력을 요구하는 소문항이 227개

(9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제해결력이 

153개(61.4%), 논증력은 96개(38.6%), 논리․비판

적 사고력은 82개(32.9%), 표현력은 32개(12.9%)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소문항은 6

개(2.4%)에 그쳤다.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제

시된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수학적 지식을 요구

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비율은 제시된 것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

세부사항 수리논술 평가기준 약어 논제 요구사항 예시

수학적 지식
개념
절차

수학 개념의 적용 능력 MK1
정의에 따라, 라 할 때, 을 

사용하여, 참고하여

계산 및 절차의 적용 능력 MK2 치환하여, 식으로 나타내고

이해력 이해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능력 U1 ~이 되도록 하는, ~에 근거하여

문제 상황, 조건의 이해 능력 U2

~이 존재함을, ~이 증가함을,

만족하며 움직일 때, ~이 아니면,

변환하시오

논리·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반성적 사고
종합적 사고

비교, 연결성 능력 LC1 ~이 달라질 수 있다

논리적인 추론(연역적 추론)

능력
LC2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시오

논리적인 추론(귀납적 추론)

능력
LC3 논리적으로

일반화 능력 LC4
최소 몇 개의 면에 표시해야 

하는지 

문제해결력
비정형 
문제해결
응용 능력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P1
원소를 모두 구하고, 범위를 

구하고, 하나 찾고

여러 가지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P2 구하시오, 나타내시오

창의력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수렴적 사고 C1

적어도 ~가 필요함을, 결정됨을 
보이고, 구하는데 사용된 공통된 

생각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결정하시오

발산적 사고 C2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표현력
표현
설명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E1
나타내고, 표현하시오, 그래프를 

그리시오

간결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

E2 설명하시오

논증력
논증
증명

사고 과정과 결과를 수학 
용어, 기호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능력
A1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객관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하는 능력

A2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이유를 

논하시오

<표 IV-5> 수리논술고사 평가기준 코드와 약어 및 논제요구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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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로 출제된 비율은 제시된 것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논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실제

로 출제된 비율은 제시된 것보다 높게 나타났고,

논리․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표현력, 창의

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비율은 제

시된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논리․비판적 사고력은 평가목표 및 출

제방향에서 80% 정도의 대학교가 제시하였는데 

실제 출제된 비율을 살펴보면 32.9%에 그쳤다.

창의력은 36% 정도의 대학교가 제시하였는데, 실

제로는 2.4% 정도 출제되었다. 반면에 논증력은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20% 정도의 대학교가 

제시하였는데 실제 출제된 비율은 38.6%였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대입 수리논술고사 기출문

제는 수학적 지식, 이해력, 문제해결력을 요구하

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논리․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50% 이하의 다소 적

은 비율로 출제되었다.

한편, 각 대학교가 수리논술고사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의 평가요소에 따라 실제로 수리논술 

문항16)을 출제했는지 살펴보았다. 각 대학교의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 반영 정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수학적 지식은 전체 25개 대학교 중 9개(36%)

대학교가 수리논술고사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

서 수학적 지식을 제시하지 않고 수학적 지식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해력은 4개(6%) 대

학교가 이해력을 제시하지 않고 이해력을 요구

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논리․비판적 사고력은 

5개(20%) 대학교가 논리․비판적 사고력을 제시

하지 않고 논리․비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

제를 출제하였다. 문제해결력은 2개(8%) 대학교

가 문제해결력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창의력을 평가항목

으로 제시하지 않은 15개 대학교 중 3개 대학교

가 창의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표현

력을 평가요소로 제시하지 않은 14개 대학교 중 

9개 대학교가 표현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

였다. 논증력을 평가요소로 제시하지 않은 20개 

대학교 중 17개 대학교가 논증력을 평가하는 문

제를 출제하였다.

14) 수리논술고사실시대학수
평가항목반영대학수 ×

15) 전체소문항 수
반영된소문항수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16) 일반적으로 수리논술고사의 문제는 제시문-논제 형식으로 출제된다.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를 편의상 
수리논술 문항이라 함.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

평가요소 반영 
대학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제시된 

비율(%)14)

반영된 소문항 수
반영된 소문항 
비율(%)15)

수학적 지식 16 64 240 96.4

이해력 21 84 227 91.2

논리·비판적 사고력 20 80 82 32.9

문제해결력 22 88 153 61.4

창의력 9 36 6 2.4

표현력 11 44 32 12.9

논증력 5 20 96 38.6

<표 IV-6> 수리논술 문항 평가요소 반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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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제시문 수학적 

지식
이해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
대문항 소문항

1 C 5 10
● ● ● ＊ ＊ ＊

8 8 4 5 1 10

2 K1 1 2
＊ ● ● ＊ ● ●

2 2 ․ 2 ․ ․

3 K2 4 12
● ● ● ● ＊ ＊

12 8 4 8 2 1

4 K3 2 8
● ● ● ● ● ＊ ●

8 7 1 7 ․ 2 6

5 K4 2 9
● ● ● ● ● ● ＊

5 8 1 6 ․ 3 1

6 K5 4 18
● ● ＊ ● ＊ ＊

18 16 6 11 2 8

7 D1 4 8
● ● ● ● ＊

8 8 ․ 7 2

8 D2 1 1
● ＊ ● ● ＊

1 1 1 1 1

9 P 5 14
● ● ＊ ● ● ＊

14 12 7 6 1 7

10 S1 4 16
＊ ● ● ● ● ＊

16 15 5 10 1 2

11 S2 1 3
＊ ● ● ● ●

3 3 ․ 2 ․ ․

12 S3 4 5
● ● ● ● ＊

5 3 3 3 ․ 1

13 S4 4 12
＊ ● ＊ ● ● ● ＊

12 12 6 6 ․ ․ 12

14 S5 6 20
● ● ● ● ＊ ＊

20 19 8 11 ․ 3 10

15 S6 1 2
＊ ● ● ● ● ●

2 2 1 1 ․ 1

16 S7 2 5
● ● ● ● ＊ ＊

4 4 1 3 1 1

17 A 4 12
＊ ＊ ● ● ● ＊

11 12 5 7 ․ 5

18 Y 2 6
● ● ● ● ● ●

6 6 2 5 ․ 1

19 U 3 5
● ＊ ● ● ＊ ＊

5 5 3 2 2 2

20 E 4 12
＊ ● ● ● ＊ ● ●

12 12 7 4 2 2 6

21 I 6 16
● ＊ ● ● ● ＊

16 14 2 10 4 2

22 J 6 10
＊ ● ● ● ● ● ＊

10 10 ․ 9 ․ 1 1

23 H1 5 15
● ● ＊ ● ＊ ＊ ＊

14 12 4 11 1 2 6

24 H2 6 18
● ● ● ● ● ＊ ＊

18 18 7 14 ․ 2 9

25 H3 3 10
＊ ● ＊ ● ● ● ＊

10 10 4 3 ․ 2 4

평가요소 반영 
대학수

16 21 20 22 9 11 5

평가요소 및 
출제방향에서 
제시된 비율(%)

64 84 80 88 36 44 20

반영된 소문항수 89 249 240 227 82 153 6 32 96

반영된 
문항비율(%)

96.4 91.2 32.9 61.4 2.4 12.9 38.6

<표 IV-7> 각 대학교 수리논술 문항의 평가요소 반영

(참고: ●는 평가요소로 제시한 대학, ＊는 평가요소로 제시하지 않고 출제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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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4개 대학교는 논리․비판적 사고력을 

평가요소로 제시하였지만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

지 않았고, 창의력을 평가요소로 제시한 10개 대

학교 중 9개 대학교가 창의력을 평가하는 문제

를 출제하지 않았다. 표현력을 평가요소로 제시

한 11개 대학교 중 3개 대학교는 표현력을 평가

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고, 논증력을 평가요

소로 제시한 5개 대학교 중 1개 대학교가 논증

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이는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과 

실제 출제된 수리논술 문항이 완전히 일치하지

는 않음을 보여주고, 일부 대학교가 출제방향은 

정해두고 실제 출제할 때는 평가요소 중 한쪽으

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종합하면, 각 대학교가 출제한 수리논술 문항

이 수리논술의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평가요소 7개 중 3~5개 정도의 평가요소

를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수리논술 문항 출

제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이상에서 수리논술고사는 수학적 지식을 포함

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

념, 절차와 같은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과 조건의 이해

를 요구하며, 비교와 연결성을 요구하거나 연역

적 추론 또는 귀납적 추론을 이용한 논리적인 

추론, 일반화를 요구하는 논리․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또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요구

하고,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간결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며, 증명 또는 근거

를 제시하여 논증하는 논증력을 평가하고자함을 

알 수 있다.

나.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를 통해 

실제 수리논술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수리논술고사 문제는 여러 평가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여 출제되는 형태를 띠게 

[그림 IV-1]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1 (S1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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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에서 나타나는 평가

요소는 <표 IV-5>의 수리논술 평가기준 코드의 

약어를 사용하였다.

1)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1

다음은 S1대학교에서 출제된 수리논술고사 기

출문제이다. S1대학교가 제시한 수리논술고사 기

출문제 예시1의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포물

선의 기본적인 성질들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하여 포물선의 접선, 선분의 

내분점, 매개화된 곡선의 접선 등을 구하는 법에 

관한 응용력 측정을 하고자 하였고, 기본적인 곡

선의 방정식에 관한 정리의 이해도와 연산능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S1대학교에서 출제된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1의 평가요소는 아래 <표 IV-8>과 같다.

그리고, S1대학교가 제시한 기출문제 예시1의 

채점기준은 다음 <표 IV-9>와 같다.

S1대학교는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 수학적 

지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이라는 말로 ‘수학’을 강조하고 있고,

수학적 지식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위의 기출문제 예시1은 포물선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고 과정을 표현하며 증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S1대학교는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에서 제시한 수학적 지식, 문제해결,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서술능력이 기출문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2

다음은 K2대학교에서 출제된 수리논술고사 기

출문제이다. K2대학교가 제시한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2의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일

대일 대응을 사다리타기 도형을 이용하여 이해

하도록 하고, 도형의 대칭성과 관련된 함수의 합

성, 교환법칙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

성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통하여 수학

적 사고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계열Ⅱ에서는 간단한 증명문제를 제시

문제 채점기준

1-1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풀이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1-2

포물선의 성질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당 직선이 초점을 지남을 보이는 과

정을 평가한다. 또한,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두 점을 이용한 삼각형의 닮은꼴과 내분점 공식을 이

용하여 해당 직선의 절편이 초점과 동일함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1-3 선분의 내분점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한다.

1-4
문제의 조건을 통하여 점 R의 좌표를 표현하고 해당 좌표가 포물선 위에 있음을 보인다. 또한 해

당 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직선 PQ의 기울기와 동일함을 계산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표 IV-9> S1대학교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1의 채점기준

평가요소 세부사항 코드

1-1 접점의 좌표를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MK1, MK2, U1, P1, E1

1-2 점 A , B를 지나는 직선이 초점 F를 지남을 보이기 MK1, MK2, U1, U2, P1, A1

1-3 점 R의 좌표를  OA  OB  OC를 이용하여 나타내기 MK1, MK2, U1, P1, E1

1-4 R에서의 접선은 직선 PQ임을 보이기 MK1, MK2, U1, U2, P1, A1

<표 IV-8> S1대학교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1의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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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학적 귀납법의 적용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K2대학교에서 출제된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2의 평가요소는 아래 <표 IV-10>과 같다.

그리고, K2대학교가 제시한 기출문제 예시2의 

문항해설은 다음 <표 IV-11>과 같다.

K2대학교는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 기본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그림 IV-2]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2 (K2대학교)

평가요소 세부사항 코드

물음1 사다리타기 도형을 만들기
MK1, MK2, U2, P1, P2, C1,

E1

물음2

① 회전에 의하여 얻어진 정사면체의 꼭짓점을 대응시키는 일대일
대응 구하기
② ①에서 구한 일대일대응에 상응하는 사다리타기 도형 구하기

① MK1, MK2, U2, LC4, P1,

P2, E1

② MK1, MK2, U2, P1, P2,

C1, E1

물음3 사다리타기 도형이 존재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기 MK1, U2, LC2, E1, A1

<표 IV-10> K2대학교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2의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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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가는 논리적 분석력 및 사고력, 문제해결능

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연계열 논

술시험의 출제방향으로 하였다. 위의 예시2는 사

다리타기 도형에 대해 일대일 대응을 이용하여 

이해하고, 도형의 대칭성과 관련된 함수의 합성,

교환법칙 등을 활용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

야 한다. 물음3에서 함수 에 상응하는 사다리

타기도형이 존재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논리․비판적 사고력과 논증력이 요구

된다. 따라서 K2대학교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

이 기출문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수리논술고사는 수학적 지식을 기본

으로 하여 이해력, 논리ㆍ비판적 사고력, 문제해

결,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과 같은 능력을 평가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대

학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선발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

동안 표준화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이 우수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

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문제해결 과정을 창의적이고 논리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재가 요

구된다. 이런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

법으로서 우리나라 주요 대학교는 수리논술고사

를 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리논술고사는 입시와 관련하여 수학교육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수리논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수

리논술은 대학별고사로서 각 대학마다 다르게 

출제되고 있어 수리논술 교수․학습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수리논술의 의미,

고차원적인 사고와 수리논술 능력에 대해 살펴

보고,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리논술고사를 

실시한 25개 대학교의 수리논술고사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을 분석하여 수리논술고사의 평가요

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평가요소에 따른 평

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실제 수리논술고사가 어떻

게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대입 수리논술고사의 평

가목표 및 출제방향을 통해 나타난 수리논술고사 

평가요소는 수학적 지식, 이해력, 논리ㆍ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이라 

할 수 있고, 이 평가요소들을 통해 수리논술고사

의 정체성은 수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과 논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대입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는 주로 수학적 지식, 이해력, 문제해결

력을 요구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고, 논

리․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다소 적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

문제 채점기준

물음1
[제시문1]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사다리타기 도형이 일대일대응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는 것
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물음2
① [제시문2]에서 주어진 정사면체의 대칭성으로부터 일대일대응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 ①에서 구한 일대일대응을 구체적으로 사다리타기 도형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물음3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일대일함수에 상응하는 사다리타기 도형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묻고, 학생들의 증명 능력과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표 IV-11> K2대학교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예시2의 문항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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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수리논술고사의 평가목표 및 출제방향과 

실제 출제된 수리논술 문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리논술고사 기출문제

에 대한 논제분석을 통해 개념, 절차와 같은 수

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

고 문제 상황과 조건의 이해를 요구하고, 비교와 

연결성을 요구하거나 연역적 추론 또는 귀납적 

추론을 이용한 논리적인 추론, 일반화를 요구하

는 형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문제, 창의

적인 문제해결,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간결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 근거를 제시하

여 논증하고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논증을 논제요

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리논술

을 실시한 25개 대학교의 수리논술고사 평가목

표 및 출제방향과 기출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

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수리논

술고사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고려해야 할 점들

과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리논술이 수학과 논술형 평가로서 학

교수학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과 논술능력을 평

가하기 위한 수리논술고사 평가 방안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로 수학적 지식,

이해력,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 이외에 논

리․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표현력, 논증력과 

같은 수리논술고사의 모든 평가요소가 골고루 

포함될 수 있는 수리논술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대입 선발고사로서 수리논술

고사의 기능을 고려하여 객관도와 신뢰도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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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and Practices on Mathematics Essay

Test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on, Jung Hwa (Shinjang High School)

The study aimed at determining the identity of

mathematics essay test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For this purpose, a document research

was conducted for higher order thinking and

mathematics essay ability and it analyzed the goal

of assessment and the tendency of problem settings

and looked into mathematics essay problems of

twenty-five universities.

As a result, the study found out that evaluation

factors of mathematics essay test requires higher

order thinking ability including mathematical

knowledge and essay ability such as mathematical

knowledge, understanding, problem solving,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creative ability, power of

expression, argument skills.

Also, problems from previous mathematics essay

tests were set mainly to assess mathematical

knowledge, understanding and problem solving.

Based on the findings, the past mathematics essay

tests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n Korea

that require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creative

ability, power of expression, argument skills were a

rather small percentage of questions.

* Key Words : mathematics essay test(수리논술고사), evaluation factors of mathematics essay test(수

리논술고사의 평가요소), mathematical knowledge(수학적 지식), higher order thinking

ability(고차원적인 사고능력), essay ability(논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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