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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nd Learning of Continuous Functions
and Continuous Random Variables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적 고찰

Yun Yongsik 윤용식 Lee Kwangsang* 이광상

One of the reasons students have difficulty in studying probability i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mathematical terms precisely. One such term is a
continuous random variable. Students tend not to think of the accurate definition
of continuous random variables but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continuity of
functions and the meaning of continuity in probability as equal. In this study, we
try to explore the degree of pre-service teachers’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continuation of functions and continuous random variables. To do this, the ques-
tionnaire items related to continuous random variables and continuity of functions
were developed by experts and examined by pre-service teachers. Based on this,
we make suggestions on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continuous
random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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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은 의사결
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추정하는 통계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진술하면

서 확률과 통계의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특히 여러 가지 현상을 통계
분석하기 위하여 수량화하는 확률변수는 Mumford(2000)의 주장처럼 통계 분석의 바탕
을 이루는 기본 개념으로 통계 영역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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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확률과 통계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생활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통계적 소양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성취기준에 공학적 도구의
사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통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초·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 관련 내용을 더 어

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일 수 있다.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는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또는 다른 내용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새롭게 배우는 내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확률변수의 분포’의 정의를 배울 때, 생활 속
에서 분포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으므로, 대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정확한 수학적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확률변수가 대수 영역에서의 ‘변수’와 같다고
판단해 확률변수 본래의 정의를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Choi, Yun, Hwang [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확률변수에서의 변수를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확률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임의로 일어나는 확률적인 상황을 수량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함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률변수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임의성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수학적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용어 중 하나가 연속확률

변수이다. 학생들은 함수의 연속이라는 수학적 정의와 확률에서의 연속의 의미를 동일

한 것으로 이해하여 본래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Kachapova & Kachapov[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연속확률변수를 비가산 집합 변수

로 정의하거나, 연속확률변수를 연속 분포 함수를 가진 변수로 생각하는 오개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살
펴보면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다룰 때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해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10]. 이에 교과서에서 연속확률변수를 정의할 때 확률밀도함수1)를 언급하지

않고학생들이직관적인수준에서이해할수있도록기술하고있다. 그리고확률밀도함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확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후의 정규분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움이되도록주로연속인확률밀도함수를다루고있다. 하지만대학교육과정에서예비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의 학습 요소에는 ‘확률질량함수’, ‘확률밀도함수’의 용어가
빠져있고, 교수·학습 및 유의 사항에 ‘확률질량함수’, ‘확률밀도함수’ 용어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Yun Yongsik & Lee Kwangsang 137

교사들이배우는확률론의경우연속확률변수는확률밀도함수를함께언급하면서정의하고

있다.
함수의연속과관련된연구 [8, 12, 1, 6]에서는함수의연속성개념에대한역사적발달과정

및연속함수에대한고등학생들의이해와관련된내용을다루고있고,연속확률변수와관련된
연구(Park, 2002; Hwang, Yoon, 2011; Choi, Yun, Hwang, 2014)에서는연속확률변수의
개념에대한이해와지도방안에대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함수의연속과연속확률
변수의관계에대한연구는미진한편이다.
따라서대학교육과정의확률론을배우는예비교사들이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배운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확률과 관련된

학문의위계성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또한예비교사들이연속확률변수에대한
어떠한수학적오개념이있는지를이해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본논문에서는예비교사들이함수의연속의정의와관련해서연속확률변수를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어떤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둘째,예비교사들은함수의연속과불연속을어떤기준으로판단하고있는가? 이두가지질
문에대한분석결과를토대로예비교사들이함수의연속과연속확률변수의관계를올바르게

이해하기위한교수·학습적인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이론적배경

함수의연속은실수의연속성과같이연결되어져있는의미로정의하고이해되지만,복소수
에서생각한다거나,거리공간으로일반화한다거나,정의역이이산적인경우로확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서로 다른 각 경우에서는 연속을 연결된 함수로
또는그래프가연결되어있다는생각을하지는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속확률변수의경
우는확률변수자체가연결된함수라고생각하거나확률밀도함수가연속함수일것라는수학적

오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연속확률변수의 경우
정의역은주로구간으로제시가되고확률밀도함수역시연속인함수를주로제시하기때문에

이러한오개념이고착화되었을가능성이있다. Kachapova & Kachapov [7]의연속확률변
수에서분포함수의연속성이필요조건이지만충분조건이아니라는주장과같은맥락이라할

수있다.
본장에서는학교수학과학문수학,즉고등학교와대학교교육과정에서다루는연속확률변

수의 정의 및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예비교사들을

지도할때고려해야할점이무엇인지를기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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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속확률변수

확률변수는정의역이확률공간이고치역이실수인함수이다. 정의역을표본집합이라하여
도좋지만엄밀하게는표본집합에확률이정의되어있는확률공간이정의역이된다. 실수치
함수인 확률변수의 치역이 이산집합이면 이산확률변수라고 한다. 그러나 연속확률변수는
치역이 연속인(실수의 부분집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집합) 집합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에주의하여야한다. 더욱이확률밀도함수가연속인것으로도정의하지않는다.

2015개정교육과정의고등학교 <확률과통계>과목에제시된이산확률변수와연속확률
변수의정의를각교과서별로살펴보면 Table 1과같다.

연속확률변수의 경우는 확률변수 자체가 연결된 함수라고 생각하거나 확률밀도함수가 연속

함수일거라는 수학적 오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 

연속확률변수의 경우 정의역은 주로 구간으로 제시가 되고 확률밀도함수 역시 연속인 함수

를 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개념이 고착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Kachapova & 

의 연속확률변수에서 분포함수의 연속성이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Kachapov(2012)

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학교수학과 학문수학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연속확률, 

변수의 정의 및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예비교사들

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표 개정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교과서의 이산 연속확률변수 정의< -1> 2015 ‘ ’ /Ⅱ

표 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 교과서 모두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확률변수 < -1> , 9 ‘Ⅱ !

교과서 구분 이산확률변수 연속확률변수

김원경 외(2016)

확률변수가 취하는 값이 유한개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의 그 확률변수

어떤 범위에 속한 모든 실수 값을 취

할 때의 그 확률변수

김창동 외(2017)

확률변수 !가 가지는 값이 유한개이거

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의 그 

확률변수 !

확률변수 !가 어떤 범위의 모든 실숫

값을 가질 때의 !

이강섭 외(2016)
확률변수 !가 가지는 값이 유한개 있거

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의 !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변수

이준열 외(2014)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있을 때

의 그 확률변수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없을 

때의 그 확률변수

신항균 외(2014)

확률변수 !가 가지는 값이 유한개 이거

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값에 대응

될 때의 !

어떤 연속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

의 값을 가지는 확률변수

황선욱 외(2014)
확률변수 !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있을 

때의 !

확률변수 !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

든 실수 값을 가질 때의 !

정상권 외(2017)
확률변수 !가 가지는 값들을 셀 수 있

을 때의 이 확률변수 !

어떤 범위의 임의의 실수 값을 가지는 

확률변수

류희찬 외(2017)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개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의 그 확률

변수 !

키 길이 무게 온도 등과 같이 어떤 , , ,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

는 확률변수 !

우정호 외(2017)

확률변수 !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

개이거나 자연수처럼 셀 수 있을 때의 

이 변수 !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숫값을 취

할 수 있는 확률변수 !

Table 1. Definitions of discrete / continuous random variables in textbook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과 통계’ 교과서의 이산/연속확률변수정의

Table 1의 내용을 살펴보면, 9종 교과서 모두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확률변수 X가

가지는값을셀수있을때의확률변수X’를 이산확률변수로정의하였다. 그리고연속확률변
수의경우는 9종교과서중 8종교과서가 ‘어떤범위/구간의모든실수값을가지는확률변수’
로 정의했고,나머지 1종교과서는 ‘확률변수가가지는값을셀수없을때의그확률변수’로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확률변수의 값을 셀 수 있으면 이산확률변수, 확률변수의 값이 어떤
구간안에서모든실수값을가질경우에연속확률변수로정의된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대학에서의확률론에서제시한이산확률변수와연속확률변수의정의는다음과같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대학에서 다루는 연속확률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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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있을 때의 확률변수 ! 를 이산확률변수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연속확’ . 
률변수의 경우는 종 교과서 중 종 교과서가 어떤 범위 구간의 모든 실수 값을 가지는 확9 8 ‘ /
률변수 로 정의했고 나머지 종 교과서는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없을 때의 그 확’ , 1 ‘
률변수 로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확률변수의 값을 셀 수 있으면 이산확률변수’ . , 확률변수의 
값이 어떤 구간 안에서 모든 실수 값을 가질 경우에 연속확률변수로 정의된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확률론에서 제시한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확률변수 !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 개 이거나 가산 무한 개 일 때 (finite) (countably infinite) !를 
이산확률변수 라 한다(discrete random variable) .

출처 신양우: , 2004, p. 116 

확률변수 !의 분포함수 "#$% 가 

모든 실수 (1) $에 대하여 &#$%≥(, (2) )
*∞

,∞

&#$%-$./을 만족하는 함수 &#$%에 의하여

"#$%.0#!≤$%.)
*∞

$

&#2%-23 *∞4$4∞

와 같이 표현될 때 !를 연속확률변수 라 하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 &#$%를 !의 확률밀
도함수 라 한다(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출처 신양우: , 2004, p. 140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대학에서 다루는 연속확률변수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확률론 교재에서는 연속확률변수를 정의. 
할 때 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함께 제시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함수를 ,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확률론의 경우는 주어진 확률과 연관이 있다 이산확률변수의 경우는 확률값을 모두 . 

더한 것이 /이 되면 되므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확률변수의 경우는 적분 또는 . 
적분과 적분들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한 점에서의 확률은 (이 된다는 것과 실수의 연속 또는 
함수의 연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한다.

함수의 연속2. 

가 실함수의 연속   . 

연속성 개념은 근접성 을 보존시키는 개념으로 미적분을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nearness)
개념인 바 학교수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취급하는 학문수학에서도 매우 중요, 
한 개념이다김진환 박교식 고등학교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 , , 2017). ℝ인 실함
수의 연속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함수의 연속은 다음과 같이 . 
정의한다. 

출처 : 신양우 [14, p. 116]

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있을 때의 확률변수 ! 를 이산확률변수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연속확’ . 
률변수의 경우는 종 교과서 중 종 교과서가 어떤 범위 구간의 모든 실수 값을 가지는 확9 8 ‘ /
률변수 로 정의했고 나머지 종 교과서는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없을 때의 그 확’ , 1 ‘
률변수 로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확률변수의 값을 셀 수 있으면 이산확률변수’ . , 확률변수의 
값이 어떤 구간 안에서 모든 실수 값을 가질 경우에 연속확률변수로 정의된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확률론에서 제시한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확률변수 !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 개 이거나 가산 무한 개 일 때 (finite) (countably infinite) !를 
이산확률변수 라 한다(discrete random variable) .

출처 신양우: , 2004, p. 116 

확률변수 !의 분포함수 "#$% 가 

모든 실수 (1) $에 대하여 &#$%≥(, (2) )
*∞

,∞

&#$%-$./을 만족하는 함수 &#$%에 의하여

"#$%.0#!≤$%.)
*∞

$

&#2%-23 *∞4$4∞

와 같이 표현될 때 !를 연속확률변수 라 하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 &#$%를 !의 확률밀
도함수 라 한다(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출처 신양우: , 2004, p. 140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대학에서 다루는 연속확률변수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확률론 교재에서는 연속확률변수를 정의. 
할 때 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함께 제시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함수를 ,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확률론의 경우는 주어진 확률과 연관이 있다 이산확률변수의 경우는 확률값을 모두 . 

더한 것이 /이 되면 되므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확률변수의 경우는 적분 또는 . 
적분과 적분들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한 점에서의 확률은 (이 된다는 것과 실수의 연속 또는 
함수의 연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한다.

함수의 연속2. 

가 실함수의 연속   . 

연속성 개념은 근접성 을 보존시키는 개념으로 미적분을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nearness)
개념인 바 학교수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취급하는 학문수학에서도 매우 중요, 
한 개념이다김진환 박교식 고등학교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 , , 2017). ℝ인 실함
수의 연속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함수의 연속은 다음과 같이 . 
정의한다. 

출처 : 신양우 [14, p. 140]

정의가다소차이가나는것을알수있다. 대학의확률론교재에서는연속확률변수를정의할
때,분포함수와확률밀도함수를함께제시하지만고등학교교과서에서는그러한함수를제시
하지않고구체적인예를통해제시하는것이차이점이라할수있다.
즉확률론의경우는주어진확률과연관이있다. 이산확률변수의경우는확률값을모두더한

것이 1이되면되므로쉽게정의할수있다. 하지만연속확률변수의경우는적분또는적분과
적분들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 된다는 것과 실수의 연속 또는 함수의
연속과는관계가없다는것에유의하여야한다.

2.2 함수의연속

실함수의연속

연속성개념은근접성(nearness)을보존시키는개념으로미적분을다루기위한기초적인
개념인바,학교수학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대학에서취급하는학문수학에서도매우중요한
개념이다 [8]. 고등학교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R인 실함수의 연속에 관한 것을

주로다루고있다. 고등학교교과서에서함수의연속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함수 &#$%가 실수 5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 &#$%는  $.5에서 연속이

라고 한다.

함수    (1) &#$%는 $.5에서 정의되어 있다.

극한값    (2) lim
$→5

&#$%가 존재한다.

   (3) lim
$→5
&#$%.&#5%                                        

출처 이강섭 외: , 2014, p.71

위의 정의는 처음 연속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지로 나누어 쉽게 정2

의한 것이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반례를 찾음으로서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연속의 정의를 .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함수의 연속의 정의의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 2

지 않으면 불연속이 되는 것은 다음의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다 조건 의 경우는 위의 . < 1>

함수의 극한의 조건 중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고 조건 의 경우는 위의 조건 중 (1) , < 2>

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3) .

      

조건 조건                              < 1>              < 2>              

는 수학을 선택한 명의 대학 학년 학생들에게 연속함수에 대한 개Tall & Vinner(1981) 41 1

념 이미지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속함수를 그래프가 끊어짐이 없는 전체, ‘ ’, ‘
가 한 조각인 개념으로 소수의 학생들은 하나의 식 기울기가 매끄럽게 변하는 등으로 ’ , ‘ ’, ‘ ’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달원 홍순상 선민영 재인용 이러한 개념 이미지는 연속( , , , 2012, ). 

함수에 대한 학문수학의 형식적이고 엄밀한 정의에 근거할 때 연속함수에 대한 오개념 이, 

미지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수학 교과서에서의 정의를 근거로 할 때에는 모두 오개념 

이미지로는 볼 수가 없다 박달원 홍순상 선민영( , , , 2012). 즉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수학에서 

배운 연속함수의 고착화된 개념 이미지가 학문수학에서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를 대학 교재에서는 :*;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를 실수의 집합 R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실수 , >를 >∈<라고 하자 함수 . & ?< →R에 있어서 명제

임의의 「 :@(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이 존재하여 A$*5A4;이고, $∈<이면 

A&#$%*&#5%A 4:이다 를 만족하면 함수 . , 」 &는 점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출처 정동명 조승제 : , , 2009, p.195

위의 정의에서 함수    &가 $.>에서 연속이려면 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의에서처럼 반드시 

&#>%가 정의되어야 한다 대학 교재에서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 

정의한 내용보다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다 연속의 개념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시한 것처. 

출처 : 이강섭 [9, p. 71]

위의 정의는 처음 연속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2가지로 나누어 쉽게 정
의한 것이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반례를 찾음으로서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연속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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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함수의 연속의 정의의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으면불연속이되는것은다음의그래프로부터알수있다. <조건 1>의경우는위의함수의
극한의조건중 (1)을만족하지않는경우이고, <조건 2>의경우는위의조건중 (3)의조건을
만족하지못하는경우이다.

가 실함수의 연속   . 

연속성 개념은 근접성 을 보존시키는 개념으로 미적분을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nearness)
개념인 바 학교수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취급하는 학문수학에서도 매우 중요, 

한 개념이다김진환 박교식 고등학교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 , , 2017). ℝ인 실함

수의 연속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함수의 연속은 다음과 같이 .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함수 &#$%가 실수 5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 &#$%는  $.5에서 연속이

라고 한다.

함수    (1) &#$%는 $.5에서 정의되어 있다.

극한값    (2) lim
$→5
&#$%가 존재한다.

   (3) lim
$→5
&#$%.&#5%                                        

출처 이강섭 외: , 2014, p.71

위의 정의는 처음 연속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지로 나누어 쉽게 정2

의한 것이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반례를 찾음으로서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연속의 정의를 .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함수의 연속의 정의의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 2

지 않으면 불연속이 되는 것은 다음의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다 조건 의 경우는 위의 . < 1>
함수의 극한의 조건 중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고 조건 의 경우는 위의 조건 중 (1) , < 2>

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3) .

      

조건 조건                              < 1>              < 2>              

는 수학을 선택한 명의 대학 학년 학생들에게 연속함수에 대한 개Tall & Vinner(1981) 41 1

념 이미지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속함수를 그래프가 끊어짐이 없는 전체, ‘ ’, ‘
가 한 조각인 개념으로 소수의 학생들은 하나의 식 기울기가 매끄럽게 변하는 등으로 ’ , ‘ ’, ‘ ’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달원 홍순상 선민영 재인용 이러한 개념 이미지는 연속( , , , 2012, ). 

함수에 대한 학문수학의 형식적이고 엄밀한 정의에 근거할 때 연속함수에 대한 오개념 이, 

미지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수학 교과서에서의 정의를 근거로 할 때에는 모두 오개념 

이미지로는 볼 수가 없다 박달원 홍순상 선민영( , , , 2012). 즉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수학에서 

배운 연속함수의 고착화된 개념 이미지가 학문수학에서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를 대학 교재에서는 :*;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Tall & Vinner [15]는수학을선택한 41명의대학 1학년학생들에게연속함수에대한개념
이미지를조사하였는데,대부분의학생들은연속함수를그래프가 ‘끊어짐이없는’, ‘전체가한
조각인’ 개념으로,소수의학생들은 ‘하나의식’, ‘기울기가매끄럽게변하는’ 등으로생각하고
있다고하였다(Park, Hong, Shin, 2012에서재인용). 이러한개념이미지는연속함수에대한
학문수학의형식적이고엄밀한정의에근거할때,연속함수에대한오개념이미지가된다고볼
수있지만학교수학교과서에서의정의를근거로할때에는모두오개념이미지로는볼수가

없다(Park, Hong, Shin, 2012). 즉선행연구에서도학교수학에서배운연속함수의고착화된
개념이미지가학문수학에서의장애요소가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는것이다.
함수의연속에대한정의를대학교재에서는 ϵ− δ방법으로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함수 &#$%가 실수 5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 &#$%는  $.5에서 연속이

라고 한다.

함수    (1) &#$%는 $.5에서 정의되어 있다.

극한값    (2) lim
$→5

&#$%가 존재한다.

   (3) lim
$→5
&#$%.&#5%                                        

출처 이강섭 외: , 2014, p.71

위의 정의는 처음 연속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지로 나누어 쉽게 정2

의한 것이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반례를 찾음으로서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연속의 정의를 .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함수의 연속의 정의의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 2

지 않으면 불연속이 되는 것은 다음의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다 조건 의 경우는 위의 . < 1>

함수의 극한의 조건 중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고 조건 의 경우는 위의 조건 중 (1) , < 2>

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3) .

      

조건 조건                              < 1>              < 2>              

는 수학을 선택한 명의 대학 학년 학생들에게 연속함수에 대한 개Tall & Vinner(1981) 41 1

념 이미지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속함수를 그래프가 끊어짐이 없는 전체, ‘ ’, ‘
가 한 조각인 개념으로 소수의 학생들은 하나의 식 기울기가 매끄럽게 변하는 등으로 ’ , ‘ ’, ‘ ’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달원 홍순상 선민영 재인용 이러한 개념 이미지는 연속( , , , 2012, ). 

함수에 대한 학문수학의 형식적이고 엄밀한 정의에 근거할 때 연속함수에 대한 오개념 이, 

미지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수학 교과서에서의 정의를 근거로 할 때에는 모두 오개념 

이미지로는 볼 수가 없다 박달원 홍순상 선민영( , , , 2012). 즉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수학에서 

배운 연속함수의 고착화된 개념 이미지가 학문수학에서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를 대학 교재에서는 :*;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를 실수의 집합 R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실수 , >를 >∈<라고 하자 함수 . & ?< →R에 있어서 명제

임의의 「 :@(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이 존재하여 A$*5A4;이고, $∈<이면 

A&#$%*&#5%A 4:이다 를 만족하면 함수 . , 」 &는 점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출처 정동명 조승제 : , , 2009, p.195

위의 정의에서 함수    &가 $.>에서 연속이려면 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의에서처럼 반드시 

&#>%가 정의되어야 한다 대학 교재에서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 

정의한 내용보다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다 연속의 개념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시한 것처. 

출처 : 정동명,조승제 [5, p. 195]

위의정의에서함수 f가 x = c에서연속이려면고등학교교과서의정의에서처럼반드시

f(c)가정의되어야한다. 대학교재에서의함수의연속에대한정의는고등학교교과서에서
정의한내용보다엄밀하게정의하고있다. 연속의개념을고등학교교과서에서제시한것처
럼 그래프의 연결로 정립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함수의 연속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않다. 왜냐하면일반적인함수인경우에는그래프의연결이아무런의미가없기
때문이다. 이런개념의정립이결국에는연속확률변수를이해하는데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연속의 정의를 그래프의 연결 또는 연속으로 이해한다는 이면에는 실수의

연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되는 실수가 연속이 되지 않으면 함수의 그
래프가 연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을 먼저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이점을간과하고그냥당연히실수는연속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이다. 이문제를



Yun Yongsik & Lee Kwangsang 141

먼저이해하여야일반적인함수의연속을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위상공간에서의연속

실수의두점 a, b사이의거리를 |a− b|라하면 R×R의원소 (a, b)에 |a− b|라는하나의

원소가대응하게된다. 이와같은절댓값의성질을이용하면R×R → R인함수를생성할수

있다. 이함수를 d라할때일반화된거리개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럼 그래프의 연결로 정립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함수의 연속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함수인 경우에는 그래프의 연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의 정립이 결국에는 연속확률변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위에서 언급한 연속의 정의를 그래프의 연결 또는 연속으로 이해한다는 이면에는 실수의   

연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되는 실수가 연속이 되지 않으면 함수의 그. 

래프가 연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을 먼저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 , 

학생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그냥 당연히 실수는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를 먼저 이해하여야 일반적인 함수의 연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 위상공간에서의 연속   . 

실수의 두 점   53B 사이의 거리를  A5*BA라 하면 C×C의 원소 #53 B%에 A5*BA라는 하나의 원

소가 대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댓값의 성질을 이용하면 . C ×C →C인 함수를 생성할 수 

있다 이 함수를 . -라 할 때 일반화된 거리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의의 세 점 $3 E3F에 대하여 다음의 네 조건이 만족한다.

   #G/% -#$3E%≥(

   #GH% -#$3E% .(⇔$.E

   #GJ% -#$3E% .-#E3$%

   #GK% -#$3F%≤-#$3E%,-#E3F%

출처 유정옥: , 2006, pp.159-160

위와 같이 실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거리 개념을 이용하면 거리공간을 정의할 수 있고, 

극한을 이용하면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수 있다. 

!를 집합이라고 하자. !×!로부터 C로의 함수 - ? ! ×!→C가 !상의 임의의 점 $3 E3F에 대

하여 #G/%∼#GK%를 만족한다고 하자 이때 . -를 !상의 거리함수라 하고 #!3-%를 거리공간이라고 

부른다.

출처 유정옥: , 2006, p.160

두 개의 거리공간  #!3-/%3 #M3-H%에 대하여 사상 &?! →M가 한 점 5∈!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lim
N→∞
$N .5이면 lim

N→∞
&#$N% .&#5%임을 뜻한다 이와 같이 거리를 일반화하여 거리공간. 

을 정의하고 연속을 정의하였으므로 그래프가 연결되었다거나 실함수에서의 시각적인 연속

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수학적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의미로의 연속을 정의할 수 . 

있다 즉 거리가 정의되면 개집합과 폐집합이 정의되므로 위상공간에서의 연속의 정의를 할 .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필요충분조건도 얻을 수 있다, . 

실함수의 연속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정의역이 연속이 되지 않으면 함숫값들이 연속이 되

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역이 이산집합인 . 

경우는 연속이 될 수 없다.

출처 : 유정옥 [16, p. 159–160]

위와같이실수공간이가지고있는거리개념을이용하면거리공간을정의할수있고,극한
을이용하면함수의연속을정의할수있다.

럼 그래프의 연결로 정립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함수의 연속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함수인 경우에는 그래프의 연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의 정립이 결국에는 연속확률변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위에서 언급한 연속의 정의를 그래프의 연결 또는 연속으로 이해한다는 이면에는 실수의   

연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되는 실수가 연속이 되지 않으면 함수의 그. 

래프가 연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을 먼저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 , 

학생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그냥 당연히 실수는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를 먼저 이해하여야 일반적인 함수의 연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 위상공간에서의 연속   . 

실수의 두 점   53B 사이의 거리를  A5*BA라 하면 C×C의 원소 #53 B%에 A5*BA라는 하나의 원

소가 대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댓값의 성질을 이용하면 . C ×C →C인 함수를 생성할 수 

있다 이 함수를 . -라 할 때 일반화된 거리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의의 세 점 $3 E3F에 대하여 다음의 네 조건이 만족한다.

   #G/% -#$3E%≥(

   #GH% -#$3E% .(⇔$.E

   #GJ% -#$3E% .-#E3$%

   #GK% -#$3F%≤-#$3E%,-#E3F%

출처 유정옥: , 2006, pp.159-160

위와 같이 실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거리 개념을 이용하면 거리공간을 정의할 수 있고, 

극한을 이용하면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수 있다. 

!를 집합이라고 하자. !×!로부터 C로의 함수 - ? ! ×!→C가 !상의 임의의 점 $3 E3F에 대

하여 #G/%∼#GK%를 만족한다고 하자 이때 . -를 !상의 거리함수라 하고 #!3-%를 거리공간이라고 

부른다.

출처 유정옥: , 2006, p.160

두 개의 거리공간  #!3-/%3 #M3-H%에 대하여 사상 &?! →M가 한 점 5∈!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lim
N→∞
$N .5이면 lim

N→∞
&#$N% .&#5%임을 뜻한다 이와 같이 거리를 일반화하여 거리공간. 

을 정의하고 연속을 정의하였으므로 그래프가 연결되었다거나 실함수에서의 시각적인 연속

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수학적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의미로의 연속을 정의할 수 . 

있다 즉 거리가 정의되면 개집합과 폐집합이 정의되므로 위상공간에서의 연속의 정의를 할 .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필요충분조건도 얻을 수 있다, . 

실함수의 연속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정의역이 연속이 되지 않으면 함숫값들이 연속이 되

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역이 이산집합인 . 

경우는 연속이 될 수 없다.

출처 : 유정옥 [16, p. 160]

두개의거리공간 (X, d1), (Y, d2)에대하여사상 f : X → Y 가한점 a ∈ X에서연속이

라고 하는 것은 lim
n→∞

xn = a이면 lim
n→∞

f(xn) = f(a)임을 뜻한다. 이와 같이 거리를 일반
화하여거리공간을정의하고연속을정의하였으므로그래프가연결되었다거나실함수에서의

시각적인연속의의미는찾을수없다. 그러나수학적인공간에서의새로운의미로의연속을
정의할수있다. 즉거리가정의되면개집합과폐집합이정의되므로위상공간에서의연속의
정의를할수있고,이와관련된필요충분조건도얻을수있다.
실함수의연속에서알아본바와같이정의역이연속이되지않으면함숫값들이연속이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역이 이산집합인
경우는연속이될수없다.

O

/

H

J

K

P

Q

R&

하지만 위의 함수와 같이 정의역이 이산집합일 경우에는 위상공간을 사용하면 연속을 정   

의할 수 있다 위상공간에서 연속의 정의와 위상공간에서의 개집합과 폐집합과 관련된 정리. 

는 다음과 같다.

!와 M를 위상공간이라 하고 &?!→M를 한 사상, $∈!라 하자. &#$%의 임의의 근방 S에 대하

여 &*/#S%가 $의 근방 일 때, &?!→M는 $점에서 연속이라 한다. 

출처 장영식: , 2013, p. 85 

 함수 & ? R→R에 있어서 다음 명제들은 서로 동치이다.

 (1) &는 R 위에서 연속이다 .

 (2) R에서의 임의의 개집합 T에 대하여 역상 &
*/#T %도 개집합이다.

 (3) R에서의 임의의 폐집합 "에 대하여 역상 &
*/#" %도 폐집합이다.

출처 정동영 조승제: , , 2009, p. 202

위상공간에서 함수의 연속은 실함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갖는 성질을 이용하고 실수를 거, 

리공간으로 생각하여 개집합의 역상이 개집합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정의한 것이다. 

연구 방법 및 절차. Ⅲ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의 개념 이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을 처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

수 학습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15․
여 함수의 연속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 , 

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답안 내용을 분석하여 교수 학습 시사점을 도출한 . ·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수의 연속의 정의 및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과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문헌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위의 내용을 기초로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정도를  ,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표 에서 제시한 바. < -1>Ⅲ
와 같이 이산 연속확률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와 연속인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의 두 가/
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항별로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달리하여 이에 따른 반. , 

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처 : 장영식 [2, p. 85]

하지만위의함수와같이정의역이이산집합일경우에는위상공간을사용하면연속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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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위상공간에서연속의정의와위상공간에서의개집합과폐집합과관련된정리는
다음과같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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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

P

Q

R&

하지만 위의 함수와 같이 정의역이 이산집합일 경우에는 위상공간을 사용하면 연속을 정   

의할 수 있다 위상공간에서 연속의 정의와 위상공간에서의 개집합과 폐집합과 관련된 정리. 

는 다음과 같다.

!와 M를 위상공간이라 하고 &?!→M를 한 사상, $∈!라 하자. &#$%의 임의의 근방 S에 대하

여 &*/#S%가 $의 근방 일 때, &?!→M는 $점에서 연속이라 한다. 

출처 장영식: , 2013, p. 85 

 함수 & ? R→R에 있어서 다음 명제들은 서로 동치이다.

 (1) &는 R 위에서 연속이다 .

 (2) R에서의 임의의 개집합 T에 대하여 역상 &
*/#T %도 개집합이다.

 (3) R에서의 임의의 폐집합 "에 대하여 역상 &
*/#" %도 폐집합이다.

출처 정동영 조승제: , , 2009, p. 202

위상공간에서 함수의 연속은 실함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갖는 성질을 이용하고 실수를 거, 

리공간으로 생각하여 개집합의 역상이 개집합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정의한 것이다. 

연구 방법 및 절차. Ⅲ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의 개념 이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을 처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

수 학습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15․
여 함수의 연속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 , 

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답안 내용을 분석하여 교수 학습 시사점을 도출한 . ·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수의 연속의 정의 및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과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문헌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위의 내용을 기초로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정도를  ,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표 에서 제시한 바. < -1>Ⅲ
와 같이 이산 연속확률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와 연속인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의 두 가/
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항별로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달리하여 이에 따른 반. , 

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처 : 정동명,조승제 [5, p. 202]

위상공간에서함수의연속은실함수에서연속인함수가갖는성질을이용하고, 실수를거
리공간으로생각하여개집합의역상이개집합이된다는것을이용하여정의한것이다.

3 연구방법및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의 개념 이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이를토대로연속확률변수에대한수학적오개념을처치하기위한효과적인교수·

학습방법에관한시사점을모색하는것이다. 이를위해 15명의예비교사를대상으로설문조
사를하여함수의연속,이산확률변수와연속확률변수를어떻게인지하고있고,이를어떻게
적용하는지를분석하였다. 예비교사들이작성한답안내용을분석하여교수·학습시사점을
도출한연구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함수의연속의정의및연속확률변수의정의를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다루는내용과

대학교교육과정에서다루는내용을문헌을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위의 내용을 기초로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문항을개발하였다. 설문조사문항은 Table 2에서제시한바와같
이 이산/연속확률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와 연속인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항별로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달리하여, 이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고자하였다.

첫째 함수의 연속의 정의 및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과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문헌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위의 내용을 기초로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정도를  ,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표 에서 제시한 바. < -1>Ⅲ

와 같이 이산 연속확률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와 연속인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의 두 가/

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항별로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달리하여 이에 따른 반. , 

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연속확률변수 함수의 연속의 이해 정도 파악을 위한 설문 내용< -1> /Ⅲ

주제 설문 내용 요소 설문 문항 번호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어떻

게 구별하는가?

확률공간 확률 확률변수 - , , 1, 2, 3, 4

확률공간 확률 확률변수 확률- , , , 

밀도함수
5, 6, 7

주어진 함수의 관계와 관계식을 보고 , 

연속인 함수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함수관계 함수 관계식 - , 8, 9, 10, 11

-함수관계 위상공간 함수관계식( ), 12

셋째 설문 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명으로 분, 3 15 40

간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년 예비교사를 설문 조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전공과목으로 . 3

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을 한 학교로 한정한 이유는 연구의 < > .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연속확률변수 정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 예비교사의 문제해결 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답안 내용을 기초로 문제해결 및 수학적 오류의 경향을 분석, 

하였다 답안 내용 분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 . 

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 

번째는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다섯째, 예비교사들의 답안 내용 분석 결과를 기초로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교수 학습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수 학습 시사점은 대학에서 연속확률변수의 지도시 유의해야할 사항. ·

과 고등학교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를 연결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은 위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 -1> .Ⅲ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 정의 분석
R

설문조사 문항 개발
R

예비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R

설문조사 답안 내용 분석
R

교수 학습 시사점 도출·

그림 연구 방법 및 절차< -1> Ⅲ

Table 2. Questionnaire contents for continuous random variables / continuity of functions;
연속확률변수/함수의연속에대한설문내용

셋째, 설문 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15명으로 40
분간설문조사가이루어졌다. 3학년예비교사를설문조사대상으로한이유는전공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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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을 한 학교로 한정한 이유는 연구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연속확률변수 정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예비교사의문제해결성향을파악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넷째,예비교사들이작성한답안내용을기초로문제해결및수학적오류의경향을분석하였

다. 답안내용분석은두가지관점에서이루어졌다. 첫째는이산확률변수와연속확률변수를
판단하는기준과문항에서제시한조건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두번째는
함수의연속성을판단하는기준과문항에서제시한조건을어떻게활용하는지를분석하였다.
다섯째,예비교사들의답안내용분석결과를기초로연속확률변수에대한교수·학습시사

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교수·학습시사점은대학에서연속확률변수의지도시유의해야할
사항과고등학교연속확률변수의정의와대학과정에서배우는연속확률변수의정의를연결하

는방안을제시하였다. Figure 1은위에서기술한본연구의방법및절차를도식화한것이다.

첫째 함수의 연속의 정의 및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과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문헌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위의 내용을 기초로 예비교사들의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정도를  ,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표 에서 제시한 바. < -1>Ⅲ

와 같이 이산 연속확률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와 연속인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의 두 가/

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항별로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달리하여 이에 따른 반. , 

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연속확률변수 함수의 연속의 이해 정도 파악을 위한 설문 내용< -1> /Ⅲ

주제 설문 내용 요소 설문 문항 번호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어떻

게 구별하는가?

확률공간 확률 확률변수 - , , 1, 2, 3, 4

확률공간 확률 확률변수 확률- , , , 

밀도함수
5, 6, 7

주어진 함수의 관계와 관계식을 보고 , 

연속인 함수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함수관계 함수 관계식 - , 8, 9, 10, 11

-함수관계 위상공간 함수관계식( ), 12

셋째 설문 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명으로 분, 3 15 40

간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년 예비교사를 설문 조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전공과목으로 . 3

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을 한 학교로 한정한 이유는 연구의 < > .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연속확률변수 정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 예비교사의 문제해결 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답안 내용을 기초로 문제해결 및 수학적 오류의 경향을 분석, 

하였다 답안 내용 분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 . 

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 

번째는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다섯째, 예비교사들의 답안 내용 분석 결과를 기초로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교수 학습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수 학습 시사점은 대학에서 연속확률변수의 지도시 유의해야할 사항. ·

과 고등학교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를 연결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은 위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 -1> .Ⅲ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 정의 분석
R

설문조사 문항 개발
R

예비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R

설문조사 답안 내용 분석
R

교수 학습 시사점 도출·

그림 연구 방법 및 절차< -1> ⅢFigure 1.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연구방법및절차

4 연구결과분석

예비수학교사들의연속확률변수와연속에대한이해정도를파악하는설문조사결과를토

대로,이산확률변수와연속확률변수를선택하는과정과연속함수를찾는과정에서의수학적
오류에초점을두고분석하였다. 설문조사결과각문항별로정오답의수는 Table 3과같다.

연구 결과 분석. Ⅳ
 

예비 수학 교사들의 연속확률변수와 연속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선택하는 과정과 연속 함수를 찾는 과정에서의 수, 
학적 오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각 문항별로 정오답의 수는 표 . < Ⅳ

과 같다-1> .
표 문항 별 정오답 수 는 무응답 수< -1> , (  )Ⅳ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답수 15 15 5 15 15 11 11 15 15 15 5 3

오답수 0 0 10(1) 0 0 4(1) 4 0 0 0 10 12(4)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크게 이산 연속확률변수의 구별 유무와 함수의 연속 불연속 구별 / /
유무로 나누어 각 문항의 답안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답과 오답 내. 
용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제시해 예비교사의 연속확률변수 개념의 이해에 대한 교수 학습 ·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의 구별1. 

고등학교 수학 교과내용에서는 연속확률변수가 샘플공간에서 정의된 함수로서 치역이 실
수의 구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그리고 대학과정의 확률론 교재에서는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속확률변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확률밀도함수가 존재해야 한다 즉 . 
확률변수로부터 유도되는 실수에서의 확률분포가 확률밀도함수의 적분으로 표현되어야한다
고 정의되어있다 이에 표 와 같이 개의 문항을 샘플 공간 확률 확률변수 확률밀. < -2> 7 , , , Ⅳ
도함수 제시 여부로 구성하여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이산 연속확률변수 여부를 /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번 번 문항의 구성 요소  < -2> 1 -7Ⅳ

번호 샘플공간 확률 확률변수 확률밀도함수 연속성 비고
1 이산 이산 이산 X 이산
2 이산 이산 이산 X 이산 0/ .U 0H3 !/ .U!H

3 연속 이산 이산 X 이산
4 연속 연속 연속 X 연속 대학과정은 &! 필요함 
5 연속 연속 연속 O 연속 은 각각5, 6, 7

확률과 확률밀도함수가
다른 경우임

6 연속 연속 연속 O 연속
7 연속 연속 연속 O 연속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 번과 번 문항은 연구 대상자인 명 모두 정답< -1> 1 2 15Ⅳ
을 맞힌 것으로 보아 샘플공간과 확률변수가 모두 이산적인 경우는 이산확률변수라는 것을 

Table 3. Numbers of correct(incorrect) answers by items, ( ) is number of non-responses;
문항별정오답수, ( )는무응답수

설문조사결과분석은크게이산/연속확률변수의구별유무와함수의연속/불연속구별유
무로나누어각문항의답안내용을중심으로분석이이루어졌다. 그리고정답과오답내용에
대해서는그사례를제시해예비교사의연속확률변수개념의이해에대한교수·학습시사점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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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산확률변수와연속확률변수의구별

고등학교수학교과내용에서는연속확률변수가표본공간에서정의된함수로서치역이실

수의구간으로되어있는것으로정의되어있다. 그리고대학과정의확률론교재에서는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연속확률변수가정의되기위해서는확률밀도함수가존재해야한다. 즉확
률변수로부터유도되는실수에서의확률분포가확률밀도함수의적분으로표현되어야한다고

정의되어있다. 이에 Table 4와같이 7개의문항을표본공간, 확률, 확률변수, 확률밀도함수
제시여부로구성하여예비교사들이다양한문제상황에서이산/연속확률변수여부를어떻게
판단하는지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분석. Ⅳ
 

예비 수학 교사들의 연속확률변수와 연속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를 선택하는 과정과 연속 함수를 찾는 과정에서의 수, 
학적 오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각 문항별로 정오답의 수는 표 . < Ⅳ

과 같다-1> .
표 문항 별 정오답 수 는 무응답 수< -1> , (  )Ⅳ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답수 15 15 5 15 15 11 11 15 15 15 5 3

오답수 0 0 10(1) 0 0 4(1) 4 0 0 0 10 12(4)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크게 이산 연속확률변수의 구별 유무와 함수의 연속 불연속 구별 / /
유무로 나누어 각 문항의 답안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답과 오답 내. 
용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제시해 예비교사의 연속확률변수 개념의 이해에 대한 교수 학습 ·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의 구별1. 

고등학교 수학 교과내용에서는 연속확률변수가 샘플공간에서 정의된 함수로서 치역이 실
수의 구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그리고 대학과정의 확률론 교재에서는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속확률변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확률밀도함수가 존재해야 한다 즉 . 
확률변수로부터 유도되는 실수에서의 확률분포가 확률밀도함수의 적분으로 표현되어야한다
고 정의되어있다 이에 표 와 같이 개의 문항을 샘플 공간 확률 확률변수 확률밀. < -2> 7 , , , Ⅳ
도함수 제시 여부로 구성하여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이산 연속확률변수 여부를 /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번 번 문항의 구성 요소  < -2> 1 -7Ⅳ

번호 표본공간 확률 확률변수 확률밀도함수 연속성 비고
1 이산 이산 이산 X 이산
2 이산 이산 이산 X 이산 0/ .U 0H3 !/ .U!H

3 연속 이산 이산 X 이산
4 연속 연속 연속 X 연속 대학과정은 &! 필요함 
5 연속 연속 연속 O 연속 은 각각5, 6, 7

확률과 확률밀도함수가
다른 경우임

6 연속 연속 연속 O 연속
7 연속 연속 연속 O 연속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 번과 번 문항은 연구 대상자인 명 모두 정답< -1> 1 2 15Ⅳ
을 맞힌 것으로 보아 샘플공간과 확률변수가 모두 이산적인 경우는 이산확률변수라는 것을 

Table 4. Components of Problems 1 to 7; 1번-7번문항구성요소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 1번과 2번 문항은 연구 대상자인 15명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표본공간과 확률변수가 모두 이산적인 경우는 이산확률변수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과 문제 < -1> [ 1] [ 2]Ⅳ

문제 번과 번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제시하면 주로 확률변수의 값들이 유한개이므로 1 2 , 
이산확률변수라는 응답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 그림 와 같이 확률변수가 유한개임을 < -2>Ⅳ
보이면서 이를 증거로 이산확률변수라고 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2> 6 9 1Ⅳ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3> 12 13 2Ⅳ

반면에 그림 에 제시된 번의 답안 내용 분석 결과 다른 문항에 비해 오답을 작< -4> 3Ⅳ
성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보다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이 두10
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은 번 문항의 오답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3> 3 .Ⅳ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 -4> [ 3]Ⅳ

Figure 2. Problem 1 and Problem 2; [문제 1]과 [문제 2]

문제 1번과 2번에대한구체적인반응을제시하면,주로확률변수의값들이유한개이므로
이산확률변수라는응답이많았고,구체적으로 Figure 3과같이확률변수가유한개임을보이
면서이를증거로이산확률변수라고답하였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과 문제 < -1> [ 1] [ 2]Ⅳ

문제 번과 번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제시하면 주로 확률변수의 값들이 유한개이므로 1 2 , 
이산확률변수라는 응답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 그림 와 같이 확률변수가 유한개임을 < -2>Ⅳ
보이면서 이를 증거로 이산확률변수라고 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2> 6 9 1Ⅳ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3> 12 13 2Ⅳ

반면에 그림 에 제시된 번의 답안 내용 분석 결과 다른 문항에 비해 오답을 작< -4> 3Ⅳ
성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보다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이 두10
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은 번 문항의 오답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3> 3 .Ⅳ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 -4> [ 3]Ⅳ

Figure 3. Answers to Problem 1 of Pre-Service Teachers 6 and 9;예비교사 6과예비교사 9의 1
번답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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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과 문제 < -1> [ 1] [ 2]Ⅳ

문제 번과 번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제시하면 주로 확률변수의 값들이 유한개이므로 1 2 , 
이산확률변수라는 응답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 그림 와 같이 확률변수가 유한개임을 < -2>Ⅳ
보이면서 이를 증거로 이산확률변수라고 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2> 6 9 1Ⅳ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3> 12 13 2Ⅳ

반면에 그림 에 제시된 번의 답안 내용 분석 결과 다른 문항에 비해 오답을 작< -4> 3Ⅳ
성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보다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이 두10
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은 번 문항의 오답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3> 3 .Ⅳ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 -4> [ 3]Ⅳ

Figure 4. Answers to Problem 2 of Pre-Service Teachers 12 and 13;예비교사 12와예비교사 13
의 2번답안내용

반면에 Figure 5에제시된 3번의답안내용분석결과다른문항에비해오답을작성한예
비교사가 10명으로나타나다른문항보다연속확률변수에대한수학적오개념이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able 5는 3번문항의오답을유형별로나누어제시한것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과 문제 < -1> [ 1] [ 2]Ⅳ

문제 번과 번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제시하면 주로 확률변수의 값들이 유한개이므로 1 2 , 
이산확률변수라는 응답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 그림 와 같이 확률변수가 유한개임을 < -2>Ⅳ
보이면서 이를 증거로 이산확률변수라고 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2> 6 9 1Ⅳ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3> 12 13 2Ⅳ

반면에 그림 에 제시된 번의 답안 내용 분석 결과 다른 문항에 비해 오답을 작< -4> 3Ⅳ
성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보다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이 두10
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은 번 문항의 오답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3> 3 .Ⅳ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 -4> [ 3]ⅣFigure 5. Problem 3; [문제 3]

표 번 문항의 오답 유형 는 무응답 수< -3> 3 , (  )Ⅳ

문항번호 정답수 오답수 오답유형 내용 빈도

3 5 10(1)
유형1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경우 2

유형2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
한 경우 7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예< -3>Ⅳ
비교사가 명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났다2 , 7 .  
그림 는 오답을 한 답안 내용으로 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지거나 변수가 연속이기 때< -5> , Ⅳ

문에 연속확률변수라고 답변한 내용이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5> 3 4 3Ⅳ

반면에 문제 번에 대한 정답을 한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주어진 확률변수를 이용해 표를 그3
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속확률변수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6> 6 12 3Ⅳ

정리하면 번 문항의 경우 이산확률변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함수관계를 이용, 3
해 확률변수가 어떠한 값으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답인 연속확률변, 
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확률변수의 값을 구하기보다는 확률공간과 확률변수가 이 
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와 문제 < -7> [ 4] [ 5]Ⅳ

Table 5. Types of wrong answers to Problem 3, ( ) is the number of non-responses; 3번
문항의오답유형, ( )는무응답수

Table 5에서제시한바와같이확률공간의집합의형태를보고연속이라고판단한예비교사
가 2명,확률변수가구간으로주어져연속으로판단한예비교사가 7명으로나타났다. Figure
6은오답을한답안내용으로변수가구간으로주어지거나,변수가연속이기때문에연속확률
변수라고답변한내용이다.

표 번 문항의 오답 유형 는 무응답 수< -3> 3 , (  )Ⅳ

문항번호 정답수 오답수 오답유형 내용 빈도

3 5 10(1)
유형1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경우 2

유형2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
한 경우 7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예< -3>Ⅳ
비교사가 명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났다2 , 7 .  
그림 는 오답을 한 답안 내용으로 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지거나 변수가 연속이기 때< -5> , Ⅳ

문에 연속확률변수라고 답변한 내용이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5> 3 4 3Ⅳ

반면에 문제 번에 대한 정답을 한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주어진 확률변수를 이용해 표를 그3
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속확률변수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6> 6 12 3Ⅳ

정리하면 번 문항의 경우 이산확률변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함수관계를 이용, 3
해 확률변수가 어떠한 값으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답인 연속확률변, 
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확률변수의 값을 구하기보다는 확률공간과 확률변수가 이 
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와 문제 < -7> [ 4] [ 5]Ⅳ

Figure 6. Answers to Problem 3 of Pre-Service Teachers 3 and 4;예비교사3과예비교사4의 3번
답안내용

반면에 문제 3번에 대한 정답을 한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주어진 확률변수를 이용해 표를
그리거나그래프를그리는방법등을이용하여연속확률변수라고응답하였다.
정리하면, 3번문항의경우이산확률변수로판단한예비교사들은실제로함수관계를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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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번 문항의 오답 유형 는 무응답 수< -3> 3 , (  )Ⅳ

문항번호 정답수 오답수 오답유형 내용 빈도

3 5 10(1)
유형1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경우 2

유형2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
한 경우 7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예< -3>Ⅳ
비교사가 명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났다2 , 7 .  
그림 는 오답을 한 답안 내용으로 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지거나 변수가 연속이기 때< -5> , Ⅳ

문에 연속확률변수라고 답변한 내용이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5> 3 4 3Ⅳ

반면에 문제 번에 대한 정답을 한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주어진 확률변수를 이용해 표를 그3
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속확률변수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6> 6 12 3Ⅳ

정리하면 번 문항의 경우 이산확률변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함수관계를 이용, 3
해 확률변수가 어떠한 값으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답인 연속확률변, 
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확률변수의 값을 구하기보다는 확률공간과 확률변수가 이 
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와 문제 < -7> [ 4] [ 5]Ⅳ

Figure 7. Answers to Problem 3 of Pre-Service Teachers 6 and 12;예비교사6과예비교사12의 3
번답안내용

확률변수가어떠한값으로나타나는지를확인한것으로나타났지만,오답인연속확률변수로
판단한예비교사들은실제로확률변수의값을구하기보다는확률공간과확률변수가이산적

으로또는연속적으로제시됐는지를직관적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번 문항의 오답 유형 는 무응답 수< -3> 3 , (  )Ⅳ

문항번호 정답수 오답수 오답유형 내용 빈도

3 5 10(1)
유형1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경우 2

유형2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
한 경우 7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률공간의 집합의 형태를 보고 연속이라고 판단한 예< -3>Ⅳ
비교사가 명 확률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져 연속으로 판단한 예비교사가 명으로 나타났다2 , 7 .  
그림 는 오답을 한 답안 내용으로 변수가 구간으로 주어지거나 변수가 연속이기 때< -5> , Ⅳ

문에 연속확률변수라고 답변한 내용이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5> 3 4 3Ⅳ

반면에 문제 번에 대한 정답을 한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주어진 확률변수를 이용해 표를 그3
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속확률변수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6> 6 12 3Ⅳ

정리하면 번 문항의 경우 이산확률변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함수관계를 이용, 3
해 확률변수가 어떠한 값으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답인 연속확률변, 
수로 판단한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확률변수의 값을 구하기보다는 확률공간과 확률변수가 이 
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와 문제 < -7> [ 4] [ 5]ⅣFigure 8. Problem 4 and Problem 5; [문제 4]와 [문제 5]

Figure 8에서 제시한 4번과 5번 문항도 1번, 2번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 모두 정답을
맞히었다. 즉 4번문항의표본공간이연속(비가산)이고확률변수도연속인경우와 5번문항처
럼확률밀도함수가제시되어있는경우는연속확률변수라는것을잘인지하고있다는것을알

수있다. 예비교사의 4번답안내용을살펴보면, Figure 9와 Figure 10과같이대부분변수가
연속이거나또는구간인이유를들어연속확률변수로답한경우가많았다.

그림 에서 제시한 번과 번 문항도 번 번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 모두 정  < -7> 4 5 1 , 2Ⅳ
답을 맞히었다 즉 번 문항의 샘플공간이 연속 비가산 이고 확률변수도 연속인 경우와 번 . 4 ( ) 5

문항처럼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연속확률변수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교사의 번 답안 내용을 살펴보면. 4 , 그림 와 그림 과 같 < -8> < -9>Ⅳ Ⅳ
이 대부분 변수가 연속이거나 또는 구간인 이유를 들어 연속확률변수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8> 9 15 4Ⅳ

번의 문항은 문항의 조건에서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와 같이 5 < -6>Ⅳ
연속확률변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9> 9 15 5Ⅳ

번과 번 문항은 번과 번 문항과는 다르게 확률을 이산적으로 제시했고 확률밀도함수6 7 4 5 , 

도 연속이 아닌 함수를 제공하였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과 문제 < -10> [ 6] [ 7]Ⅳ

번 문항의 경우 오답을 한 예비교사는 그림 와 같이 확률이 일부분 이산적으6, 7 < -11>Ⅳ
로 정의되어서 또는 확률밀도함수가 연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Figure 9. Answers to Problem 4 of Pre-Service Teachers 9 and 15;예비교사9와예비교사15의 4
번답안내용

5번의 문항은 문항의 조건에서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Figure 7과 같이
연속확률변수라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6번과 7번문항은 4번과 5번문항과는다르게확률을이산적으로제시했고,확률밀도함수도
연속이아닌함수를제공하였다.

6, 7번문항의경우오답을한예비교사는 Figure 12와같이확률이일부분이산적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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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제시한 번과 번 문항도 번 번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 모두 정  < -7> 4 5 1 , 2Ⅳ
답을 맞히었다 즉 번 문항의 샘플공간이 연속 비가산 이고 확률변수도 연속인 경우와 번 . 4 ( ) 5

문항처럼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연속확률변수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교사의 번 답안 내용을 살펴보면. 4 , 그림 와 그림 과 같 < -8> < -9>Ⅳ Ⅳ
이 대부분 변수가 연속이거나 또는 구간인 이유를 들어 연속확률변수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8> 9 15 4Ⅳ

번의 문항은 문항의 조건에서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와 같이 5 < -6>Ⅳ
연속확률변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9> 9 15 5Ⅳ

번과 번 문항은 번과 번 문항과는 다르게 확률을 이산적으로 제시했고 확률밀도함수6 7 4 5 , 

도 연속이 아닌 함수를 제공하였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과 문제 < -10> [ 6] [ 7]Ⅳ

번 문항의 경우 오답을 한 예비교사는 그림 와 같이 확률이 일부분 이산적으6, 7 < -11>Ⅳ
로 정의되어서 또는 확률밀도함수가 연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Figure 10. Answers to Problem 5 of Pre-Service Teachers 9 and 15;예비교사 9와예비교사 15의
5번답안내용

그림 에서 제시한 번과 번 문항도 번 번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 모두 정  < -7> 4 5 1 , 2Ⅳ
답을 맞히었다 즉 번 문항의 샘플공간이 연속 비가산 이고 확률변수도 연속인 경우와 번 . 4 ( ) 5

문항처럼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연속확률변수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교사의 번 답안 내용을 살펴보면. 4 , 그림 와 그림 과 같 < -8> < -9>Ⅳ Ⅳ
이 대부분 변수가 연속이거나 또는 구간인 이유를 들어 연속확률변수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8> 9 15 4Ⅳ

번의 문항은 문항의 조건에서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와 같이 5 < -6>Ⅳ
연속확률변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9> 9 15 5Ⅳ

번과 번 문항은 번과 번 문항과는 다르게 확률을 이산적으로 제시했고 확률밀도함수6 7 4 5 , 

도 연속이 아닌 함수를 제공하였다. 

 

그림 설문 문항의 문제 과 문제 < -10> [ 6] [ 7]Ⅳ

번 문항의 경우 오답을 한 예비교사는 그림 와 같이 확률이 일부분 이산적으6, 7 < -11>Ⅳ
로 정의되어서 또는 확률밀도함수가 연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Figure 11. Problem 6과 Problem 7; [문제 6]과 [문제 7]

의되어서또는확률밀도함수가연속이아니라는이유로오답을하는경향이있었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문항의 답안 내용 < -11> 4 10 6Ⅳ

반면에 연속확률변수라고 판단한 예비교사는 그림 와 같이 제시된 확률 변수가 < -12>Ⅳ
연속이거나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연속확률변수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문항의 답안 내용 < -12> 9 12 6Ⅳ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의 구별2.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여부를 묻는 번부터 번까지의 문항은 표 에서 제시한 8 12 < -4>Ⅳ
바와 같이 함수 관계와 함수 관계식을 다른 형태로 제시했을 때 예비교사가 함수의 연속 여

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번부터 번까지 문항 내용 요소< -4> 8 12Ⅳ

번호 함수 관계 함수 관계식 연속성

8 &?ℝ→ℝ &#$% .H$,/ 연속함수

9 &?ℝ→ℝ &#$%.

V

W

X

Y
Y

(3 *∞4$4(

ZH

/
3 $.(

H$,/3 (4$4∞

불연속함수

10 &?ℝ→ℝ &#$%.[(3 *∞4$≤(
H$,/3 (4$4∞

불연속함수

11 &?[/3H3J3K\→[J3K3P3Q\ &#$% .$,H 불연속함수

12 !.[/3H3J3K\3 M.[J3K3P3Q\
H!3 HM 각각  : !3 M의 위상공간
&? #!3 H! %→#M3 HM % , &#$%.$,H

연속함수

Figure 12. Answers to Problem 6 of Pre-Service Teachers 4 and 10;예비교사 4와예비교사 10의
6번문항의답안내용

반면에연속확률변수라고판단한예비교사는 Figure 13과같이제시된확률변수가연속
이거나,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연속확률변수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문항의 답안 내용 < -11> 4 10 6Ⅳ

반면에 연속확률변수라고 판단한 예비교사는 그림 와 같이 제시된 확률 변수가 < -12>Ⅳ
연속이거나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연속확률변수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문항의 답안 내용 < -12> 9 12 6Ⅳ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의 구별2.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여부를 묻는 번부터 번까지의 문항은 표 에서 제시한 8 12 < -4>Ⅳ
바와 같이 함수 관계와 함수 관계식을 다른 형태로 제시했을 때 예비교사가 함수의 연속 여

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번부터 번까지 문항 내용 요소< -4> 8 12Ⅳ

번호 함수 관계 함수 관계식 연속성

8 &?ℝ→ℝ &#$% .H$,/ 연속함수

9 &?ℝ→ℝ &#$%.

V

W

X

Y
Y

(3 *∞4$4(

ZH

/
3 $.(

H$,/3 (4$4∞

불연속함수

10 &?ℝ→ℝ &#$%.[(3 *∞4$≤(
H$,/3 (4$4∞

불연속함수

11 &?[/3H3J3K\→[J3K3P3Q\ &#$% .$,H 불연속함수

12 !.[/3H3J3K\3 M.[J3K3P3Q\
H!3 HM 각각  : !3 M의 위상공간
&? #!3 H! %→#M3 HM % , &#$%.$,H

연속함수

Figure 13. Answers to Problem 6 of Pre-Service Teachers 9 and 12;예비교사 9와예비교사 12의
6번문항의답안내용

4.2 함수의연속과불연속의구별

함수의연속과불연속여부를묻는 8번부터 12번까지의문항은 Table 4에서제시한바와
같이 함수 관계와 함수 관계식을 다른 형태로 제시했을 때 예비교사가 함수의 연속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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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판단하는지를알아보기위한것이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문항의 답안 내용 < -11> 4 10 6Ⅳ

반면에 연속확률변수라고 판단한 예비교사는 그림 와 같이 제시된 확률 변수가 < -12>Ⅳ
연속이거나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연속확률변수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예비교사 와 예비교사 의 번 문항의 답안 내용 < -12> 9 12 6Ⅳ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의 구별2.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여부를 묻는 번부터 번까지의 문항은 표 에서 제시한 8 12 < -4>Ⅳ
바와 같이 함수 관계와 함수 관계식을 다른 형태로 제시했을 때 예비교사가 함수의 연속 여

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번부터 번까지 문항 내용 요소< -4> 8 12Ⅳ

번호 함수 관계 함수 관계식 연속성

8 &?ℝ→ℝ &#$% .H$,/ 연속함수

9 &?ℝ→ℝ &#$%.

V

W

X

Y
Y

(3 *∞4$4(

ZH

/
3 $.(

H$,/3 (4$4∞

불연속함수

10 &?ℝ→ℝ &#$%.[(3 *∞4$≤(
H$,/3 (4$4∞

불연속함수

11 &?[/3H3J3K\→[J3K3P3Q\ &#$% .$,H 불연속함수

12 !.[/3H3J3K\3 M.[J3K3P3Q\
H!3 HM 각각  : !3 M의 위상공간
&? #!3 H! %→#M3 HM % , &#$%.$,H

연속함수

Table 6. Components of Problems 8 to 12; 8번부터 12번까지문항내용요소

8번문항은응답한예비교사모두쉽게정답을맞히었다. 예비교사들은 Figure 14에서제
시한바와같이일차함수의그래프가연속이라는것을직관적으로이해하고있거나대학에서

배우는 ϵ − δ를 이용하여 함수가 연속임을 증명하였다. 즉 예비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함수
관계보다는 함수 관계식을 보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 문항은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쉽게 정답을 맞히었다 예비교사들은 그림 에8 . < -13>Ⅳ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대
학에서 배우는 ]*;를 이용하여 함수가 연속임을 증명하였다 즉 예비교사들은 일반적으로 . 
함수 관계보다는 함수 관계식을 보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3> 1 5 8Ⅳ

번 문항도 번 문항과 같이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그림 9 8 < Ⅳ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4> $.(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이

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4> 1 6 9Ⅳ

번 문항도 번 번 문항과 같이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그림 10 8 , 9 <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5>Ⅳ $.(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의역에 해당하는 실수 범위에서 어떤 특정 값에 대한 . 
함숫값과 극한값을 비교하여 함수의 연속 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5> 3 4 10Ⅳ

Figure 14. Answers to Problem 8 of Pre-Service Teachers 1 and 5;예비교사 1과예비교사 5의 8
번답안내용

9번문항도 8번문항과같이응답한예비교사모두정답을맞힌것으로보아 Figure 15에서
제시한바와같이주어진함수의그래프가 x = 0에서불연속이라는것을쉽게이해하고있는

것을알수있다.
10번문항도 8번, 9번문항과같이응답한예비교사모두정답을맞힌것으로보아 Figure

16에서제시한바와같이주어진함수의그래프가 x = 0에서불연속이라는것을쉽게이해하

고있는것을알수있다. 즉정의역에해당하는실수범위에서어떤특정값에대한함숫값과
극한값을비교하여함수의연속여부를쉽게판단하는것을알수있다.

11번문항은이산집합에서이산집합으로가는함수이므로불연속인데도불구하고오답을
한예비교사대부분은집합의대응관계에대한초점보다는 Figure 17과같이위상공간이주어
져있지않은데도불구하고고립점이라고추측하여연속이된다고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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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항은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쉽게 정답을 맞히었다 예비교사들은 그림 에8 . < -13>Ⅳ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대
학에서 배우는 ]*;를 이용하여 함수가 연속임을 증명하였다 즉 예비교사들은 일반적으로 . 
함수 관계보다는 함수 관계식을 보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3> 1 5 8Ⅳ

번 문항도 번 문항과 같이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그림 9 8 < Ⅳ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4> $.(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이

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4> 1 6 9Ⅳ

번 문항도 번 번 문항과 같이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그림 10 8 , 9 <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5>Ⅳ $.(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의역에 해당하는 실수 범위에서 어떤 특정 값에 대한 . 
함숫값과 극한값을 비교하여 함수의 연속 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5> 3 4 10Ⅳ

Figure 15. Answers to Problem 9 of Pre-Service Teachers 1 and 6;예비교사 1과예비교사 6의 9
번답안내용

번 문항은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쉽게 정답을 맞히었다 예비교사들은 그림 에8 . < -13>Ⅳ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대
학에서 배우는 ]*;를 이용하여 함수가 연속임을 증명하였다 즉 예비교사들은 일반적으로 . 
함수 관계보다는 함수 관계식을 보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3> 1 5 8Ⅳ

번 문항도 번 문항과 같이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그림 9 8 < Ⅳ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4> $.(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이

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4> 1 6 9Ⅳ

번 문항도 번 번 문항과 같이 응답한 예비교사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그림 10 8 , 9 <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5>Ⅳ $.(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의역에 해당하는 실수 범위에서 어떤 특정 값에 대한 . 
함숫값과 극한값을 비교하여 함수의 연속 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5> 3 4 10ⅣFigure 16. Answers to Problem 10 of Pre-Service Teachers 3 and 4;예비교사 3과예비교사 4의
10번답안내용

번 문항은 이산집합에서 이산집합으로 가는 함수이므로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오답을 11
한 예비교사 대부분은 집합의 대응관계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림 과 같이 위상공간< -16>Ⅳ
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립점이라고 추측하여 연속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6> 13 15 11Ⅳ

번 문항은 번과 같이 이산집합에서 이산집합으로 가는 함수이지만 위상공간이 주어졌12 11
으므로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과 같이 정의역이 이산되어 있기 때문에 불연속< -17>Ⅳ
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 번에서 불연속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 중 동. 11
형인 문제로 파악하고 불연속으로 답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7> 3 4 12Ⅳ

정리하면 번 번 번과 같은 실함수가 제시된 경우에는 예비교사들이 고등학교에서 , 8 , 9 , 10
배운 극한값과 함숫값의 관계를 이용해 연속함수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번의 경우에는 위상공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고립점이라거나 위11, 12
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에 오답 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확률변수와 함수의 연속의 이해관계3.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와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해관계를 답안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의도한 것은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예비교사들이 함수의 
연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의 답안 내용 분석 . 
결과 명 중 명의 예비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은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15 1 14
이 있다고 해서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번 번 번 문항에서 이산 연속 확률변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예비교사의 , 3 , 6 , 7 /
경우에도 번 번 번 문항의 함수 연속 여부를 묻는 문항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8 , 9 , 10

Figure 17. Answers to Problem 11 of Pre-Service Teachers 13 and 15;예비교사 13과예비교사
15의 11번답안내용

12번문항은 11번과같이이산집합에서이산집합으로가는함수이지만위상공간이주어졌
으므로연속인데도불구하고그림 Figure 18과같이정의역이이산되어있기때문에불연속으
로이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문제 11번에서불연속이라고응답한예비교사중동형인
문제로파악하고불연속으로답한사례도발견되었다.

번 문항은 이산집합에서 이산집합으로 가는 함수이므로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오답을 11
한 예비교사 대부분은 집합의 대응관계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림 과 같이 위상공간< -16>Ⅳ
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립점이라고 추측하여 연속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6> 13 15 11Ⅳ

번 문항은 번과 같이 이산집합에서 이산집합으로 가는 함수이지만 위상공간이 주어졌12 11
으므로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과 같이 정의역이 이산되어 있기 때문에 불연속< -17>Ⅳ
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 번에서 불연속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 중 동. 11
형인 문제로 파악하고 불연속으로 답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림 예비교사 과 예비교사 의 번 답안 내용 < -17> 3 4 12Ⅳ

정리하면 번 번 번과 같은 실함수가 제시된 경우에는 예비교사들이 고등학교에서 , 8 , 9 , 10
배운 극한값과 함숫값의 관계를 이용해 연속함수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번의 경우에는 위상공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고립점이라거나 위11, 12
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에 오답 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확률변수와 함수의 연속의 이해관계3.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와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해관계를 답안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의도한 것은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예비교사들이 함수의 
연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의 답안 내용 분석 . 
결과 명 중 명의 예비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은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15 1 14
이 있다고 해서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번 번 번 문항에서 이산 연속 확률변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예비교사의 , 3 , 6 , 7 /
경우에도 번 번 번 문항의 함수 연속 여부를 묻는 문항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8 , 9 , 10

Figure 18. Answers to Problem 12 of Pre-Service Teachers 3 and 4;예비교사 3과예비교사 4의
12번답안내용

정리하면, 8번, 9번, 10번과 같은 실함수가 제시된 경우에는 예비교사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극한값과함숫값의관계를이용해연속함수여부를잘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11, 12번의경우에는위상공간에대한개념이정립되어있지않아고립점이라거나위상에따라
달라진다는생각에오답또는답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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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속확률변수와함수의연속의이해관계

연속확률변수에대한이해와함수의연속에대한이해관계를답안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

면다음과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의도한 것은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예비교사들이 함수의

연속을어떻게이해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었다. 하지만예비교사들의답안내용분석
결과 15명중 1명의예비교사를제외한나머지 14명은연속확률변수에대한수학적오개념이
있다고 해서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3번, 6번, 7번 문항에서 이산/연속 확률변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예비교사의 경
우에도 8번, 9번, 10번 문항의 함수 연속 여부를 묻는 문항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번, 12번 문항의 함수 연속 여부에 오답을 한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이산/
연속확률변수이해여부와관계없이답변을제대로하지못한예비교사가많은것으로나타나

위상공간및고립점과관련된함수의연속의개념에대한것은적절한방법으로지도해야될

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연속확률변수에대한이해도가부족한예비교사의경우함수의극한여부를묻는문

항에대해서는극한값과함숫값을꼼꼼히계산하거나그래프를그리는등의답안을작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속확률변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주로 문
제에서제시한표본공간이나확률변수의조건을이용해실제로함숫값을구하거나그래프를

그려보지않고직관적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함수의 연속의 의미와 연속확률변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연속확률변수의 교수�학습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결
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예비교사들이표본공간과확률변수가모두이산적인문제
상황에서는확률변수가이산확률변수라는것을쉽게이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
예비교사들은확률변수의값들이유한개라는것을직관적으로파악하거나확률변수가유한

개라는것으로표나그림으로나타내면서이산확률변수를판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표본공간이구간으로주어지고,확률변수의정의역이구간으로주어질때는예비교사

들이확률변수의함숫값으로연속여부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변수가구간으로주어지거나
변수가연속이라는조건을이용해연속확률변수라고응답한예비교사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확률공간과 확률변수의 정의역이 구간으로

나타냈을경우예비교사들은주어진확률변수가연속확률변수라는것을쉽게이해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확률공간과확률변수의정의역이구간으로나타나고확률밀도함수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주어진 확률변수가 연속확률변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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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넷째,확률공간이구간으로제시되고,확률변수의정의역이구간으로제시되었지만연속이

아닌확률밀도함수가제시되었을경우에,예비교사들은문제에제시된상황만을직관적으로
판단해이산확률변수로판단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함수관계가실함수이고예비교사들에게익숙한연속인함수또는불연속함수식을

제시했을 경우, 예비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함숫값과 극한값의 관계를 이용해 함수의
연속여부를어렵지않게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유한집합에서유한집합으
로의함수관계를제시하고일차함수식이나위상공간을제시했을경우에는예비교사들은함

수의연속여부를판단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함수의연속에대한개념과
위상공간에대한개념이분명하게정립되지않아위상공간이제시되지않았음에도고립점을

연속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정의역이이산집합일때연속을정의
하기위한수단으로위상공간을사용하는데,이를적용하기보다는두집합이이산집합이라는
조건으로함수의연속여부를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연속확률변수와 함수의 연속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관련성이 있

다기보다는연속확률변수와함수의연속을이해하고있는패턴이다른것으로나타났다. 즉
연속확률변수에대한수학적오개념이있는예비교사의경우에는문제상황에서제시한확률

공간이나확률변수의조건을보고직관적으로연속확률변수여부를판단하는반면에,함수의
연속의경우에는실제로그래프를그려보거나극한값과함숫값을비교하면서함수의연속여

부를판단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위와같은연구결과를토대로도출한대학에서의연속확률변수에대한교수�학습의시사

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위의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연속유무와 확률밀도함수의

연속유무에따라연속확률변수여부를결정하는경향이있었다. 이에연속확률변수의의미를
다룰때,연속확률변수의유무는표본공간이연속(비가산)이거나확률변수가연속함수라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변수의 치역이 연속(비가산)이라는 것에 결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지도할필요가있다. 또한확률이일부분이산적으로정의되었다거나확률밀도함수가
불연속이라는것때문에이산확률변수가될것이라는수학적오개념이있는지확인해적절한

교수·학습을제공할필요가있다.
둘째,예비교사들이위상공간및고립점과관련된연속에대한개념이해가부족한것으로

나타나,위상수업에서위상공간에서의연속을거리공간이나유클리드공간에서의연속과관
련해서지도하거나실함수의극한의개념과관련지어지도할필요가있다.
셋째,고등학교과정에서의연속확률변수의정의와대학과정에서의연속확률변수의정의와

관련된내용이동일하다는것을다음과같이정리를재구성하여지도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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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연속확률변수와 함수의 연속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관련성이 있, 

다기보다는 연속확률변수와 함수의 연속을 이해하고 있는 패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수학적 오개념이 있는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문제 상황에서 제시한 확

률공간이나 확률변수의 조건을 보고 직관적으로 연속확률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에 함, 

수의 연속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극한값과 함숫값을 비교하면서 함수의 

연속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대학에서의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교수 학습의 시․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연속유무와 확률밀도함수의 , 

연속 유무에 따라 연속확률변수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연속확률변수의 의미. 

를 다룰 때 연속확률변수의 유무는 샘플공간이 연속 비가산 이거나 확률변수가 연속함수라, ( )

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변수의 치역이 연속 비가산 이라는 것에 결정된다는 것( )

에 유의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률이 일부분 이산적으로 정의되었다거나 확률밀도함. 

수가 불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이산확률변수가 될 것이라는 수학적 오개념이 있는지 확인해 

적절한 교수 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예비교사들이 위상공간 및 고립점과 관련된 연속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나 위상수업에서 위상공간에서의 연속을 거리공간이나 유클리드공간에서의 연속과 , 

관련해서 지도하거나 실함수의 극한의 개념과 관련지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과정에서의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대학과정에서의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 

관련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재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정리[ ] 네 실수  53B3 >3-에 대하여 54B3 >4-라 하자. ^._53B`이고 확률 0는 에̂서 균등분포를 

가지고 확률변수 , !?^→C의 치역은 _>3 -`라 하자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정의에 의하여 . !
는 연속확률변수가 된다 이것으로부터 . 

∀_b3 Ǹ ⊂_>3- 3̀ 0#!∈_b3 Ǹ%.)
b

N

&#$%-$

가 되는 확률밀도함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대학과정에서의 연속확률변수의 정의를 만족한다. ( .)
증명[ ] 간단하게 가정에서 확률변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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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경우로제한하면위와같이증명할수있고,일반적인경우도어렵지않게증명할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이 1개 학교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함수의 연속과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고, 학생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학적 오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률론에서
학교수학과 학문수학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재 구성 또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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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문항내용

[문제 1-7]다음예제의확률변수가이산확률변수인지연속확률변수인지판정하고그이유
를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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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확률공간 Ω1 = {1, 2, 3, 4, 5, 6}

확률 P1(i) =
1
6 (i = 1, 2, · · · , 6}

확률변수X1 : Ω1 → R, X1(i) = i

문제 2. 확률공간 Ω2 = {1, 2, 3, 4, 5, 6}

확률 P2(i) =
1
4 (i = 1, 2, 5, 6}, P2(3, 4) = 0

확률변수X2 : Ω2 → R, X2(i) = 2i

문제 3. 확률공간 Ω3 = {x ∈ R|0 < x ≤ 6}

확률 P3((i− 1, i]) = 1
6 (i = 1, 2, 3, 4, 5, 6)

확률변수X3 : Ω3 → R, X3((i− 1], i) = i

문제 4. 확률공간 Ω4 = {x ∈ R|0 < x ≤ 6}

확률 P4((a, b]) =
b−a
6 (0 < x ≤ 6)

확률변수X4 : Ω4 → R, X4(i) = i

문제 5. 확률공간 Ω5 = {x ∈ R|0 < x ≤ 6}

확률 P5((a, b]) =
b−a
6 (0 ≤ a ≤ b ≤ 6)

확률변수X5 : Ω5 → R, X5(i) = i

확률밀도함수 fx : (0, 6] → R, fx(x) = 1
6

문제 6. 확률공간 Ω6 = {x ∈ R|0 < x ≤ 6}

확률 P6((0, 3)) = 0, P6(3) =
1
2 , P6((a, b]) =

b−a
6 (3 ≤ a ≤ b ≤ 6)

확률변수X6 : Ω6 → R, X6(i) = i

확률밀도함수 fx : (0, 6] → R,

0, (0 < x < 3)

fx(x) =
1

2
, (x = 3)

1

6
, (3 < x ≤ 6)

문제 7. 확률공간 Ω7 = {x ∈ R|0 < x ≤ 6}

확률 P7((0, 3)) = 0, P7(3) =
1
2 , P7((a, b]) =

b−a
6 (3 ≤ a ≤ b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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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수X7 : Ω7 → R, X7(i) = i

확률밀도함수 fx : (0, 6] → R,

fx(x) =0, (0 < x < 3)

1

6
, (3 < x ≤ 6)

[문제 8-12]다음예제의함수가연속인지아닌지를판정하고설명하시오.

문제 8. f : R → R, f(x) = 2x+ 1

문제 9. f : R → R

0, (−∞ < x < 0)

fx(x) =
1

2
, (x = 0)

2x+ 1, (0 < x ≤ ∞)

문제 10. f : R → R

fx(x) =0, (−∞ < x ≤ 0)

2x+ 1, (0 < x < ∞)

문제 11. f : {1, 2, 3, 4} → {3, 4, 5, 6}

f(x) = x+ 2

문제 12. f : {1, 2, 3, 4} → {3, 4, 5, 6}

2X , 2Y : 각각X , Y 의위상공간

f : (X, 2X) → (Y, 2Y )

f(x) = x+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