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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미래 수학교육의 방향을 탐
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UNESCO, WEF, P21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시대
역량 및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핀란드, 독일, 호주, 영국, 미국 등의 최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강조점을 중심
으로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수학 핵심 내용’, ‘미래 수학 주제’, ‘수
학적 역량’, ‘사회 정서적 역량’ 등을 미래 수학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하는 미래 수학교육의 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 방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수학교육 정책 수립에 기본토대
로 작용할 것이다.

ㆍ

ㆍ

핵심어: 미래 시대 수학교육, 미래 수학교육의 틀, 수학 핵심 내용, 미래 수학 주제, 수학적 역량, 사회 정서적
역량, 4차 산업혁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Korea's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age represen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study, investigation was done on
future competences propo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UNESCO, WEF and P21, and the emphasis
of recent mathematics curriculum for Japan, Singapore, China, Finland, Germany, Australia, UK and US. As a result,
we have developed a framework for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which entails Mathematics Core Content, Future
Mathematical Theme, Mathematical Competence, and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as the main areas for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The direction of the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propos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systematic mathematics education policy for future generations in Korea.
KEY WORDS: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Framework of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Mathematics Core Content,
Future Mathematical Theme, Mathematical Competenc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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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않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im(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학

향후 수십 년 내 인간의 삶에는 거대한 변화

교 체제,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의 학습 형태 등

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는 4차

이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속도, 깊이, 범위 등

다. Kim(2016)에 따르면, 미래 시대의 학교는 정

의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전혀

해진 학제 운영과 학력인증의 역할에서 벗어나

접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

학습공동체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학습 공

으로 전망된다.

간의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체험 중심의 학습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의

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들의 적성과 흥

융합, 즉, 인공지능이 적용된 자동화 지능화, 사람

미가 고려된 선택적 교육과정이 확대되며, 빅데

ㆍ

ㆍ사물ㆍ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호 작용

이터, 클라우드 등 IT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하는 초연결(Hyper-connect) 사회를 말한다. 3차

효율성을 꾀하는 방식으로 학교가 유지될 것이다.

산업혁명 시대가 IT 발달이 가져온 ‘지식정보사

Harari(2017)는 더 나아가서 ‘수학이나 과학 등

회’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T 기술이 고도

의 개별 과목을 가르치는 건 의미 없다. 그런 공

화되면서 가져올 ‘지능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

부는 인공지능(AI)이 훨씬 더 잘할 테니까.’와 같

다. 로봇,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 등으로 대별되

이 다소 극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세대에

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은 ‘호모 모빌리언’

게 가르쳐야 할 과목은 ‘감정 지능(Emotional

으로 명명되기도 한다(Schwab, 2016).

Intelligence)’과 ‘마음의 균형(Mental Balance)’이라

The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 이

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20대까지 학습한 내용

하 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0년

으로 평생에 거쳐 직장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었

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00만개

지만, 미래 시대에는 60세나 80세에도 끊임없이

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기 계발을 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

(WEF, 2016a).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10%가 인

였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유연

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고, 인터넷에 연결된 스

하지 않은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버티기 힘들

마트글라스(Smart Glass)를 착용하며, 1조개의 센

것이며, 따라서 감정 지능과 마음의 균형 감각이

서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

이러한 상황에서 지능화, 초연결 사회, 인간과

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기계와

기계의 협업 구도, 가상화 등으로 대별되는 4차

인간의 대결 구도, 기계의 지능적인 학습 능력,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 일자리 지형의 변화, 사회 변화

할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탐색이

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및 수학교육의 모

으로 대표되는 미래 시대의2) 사회적 변화에 대

습이 미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비하여 수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

2) 본 연구에서 상정한 미래 시대는 2025년이다. 그 이유는 WEF(2016a)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2025년의
미래 사회의 모습을 주로 논의한 것과 미래 수학의 모습을 연구한 National Research Council(미국 국가연구
2018, Vol. 28, No. 1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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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미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래 수학교육의 방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

본 연구에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에서 제안

인 수학교육 정책 수립에 기틀로서 작용할 수

하는 미래 시대 역량을 살펴본 것은, 수학교육계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논의되는 핵심 역량을 탐색하기 위해
서였다. 한편, 여러 국가의 최근 수학과 교육과
정을 살펴본 것은 세계적으로 수학교육계 내부

II. 연구 내용

에서 미래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항을 강조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수학교육의 틀

있는데, 미래 수학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을 설정하고 구성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미래 수학교육의 틀 설

기초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정 및 구성 요소 탐색이 그것이다. 미래 수학교

시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시대의 핵심 역량 및

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에 있어

세계 여러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되

서는 주로 문헌 연구 방법을, 그리고 미래 수학

는 키워드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교육의 틀 구성에 있어서는 5명의 수학교육 전

그런 다음에 선정된 키워드들을 유목화하고 배

문가로 이루어진 연구진을 중심으로 전문가 협

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수학교육의 틀을 설정

의회를 토대로 한 개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고 구성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미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본 연구에서는 미래 수학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

래 수학의 모습을 조망한 NRC(2013)의

」

「The

Mathematical Sciences in 2025 와 AAS(2016)의

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The mathematical sciences in Australia: A vision
for 2025」를 함께 살펴보았다.

시대의 핵심 역량을 제안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본 연구에서 설정된 미래 수학교육의 틀은 크

기관의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게 미래 수학교육의 비전과 목표, 미래 수학교육

UNESCO, WE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의 국가

의 주요 영역으로서 수학 핵심 내용, 미래 수학

기관인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이하

주제, 수학적 역량, 사회 정서적 역량, 그리고

P21), 국내의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KAIST

미래 수학교육의 실천 전략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 기초 연구를 두 방향에서 실시하였다. 첫 번

ㆍ

(2017)가 주장하는 미래 역량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미래 수학교육에 대한 여러 국가의 준비

ㆍ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내용 및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핀란드, 독일, 호주,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이들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위원회; 이하 NRC)나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호주 과학 아카데미; 이하 AAS)에서 2025년을 미래 시
대로 상정한 것과(AAS, 2016; NRC, 2013)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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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것이며, 특정 상황에서 복잡한 요구가 생겨
났을 때, 기술 및 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OECD(2005)에 따르면 핵심역량은 ‘도구를 상
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Using tools interactively)’,
‘이질집단에서
heterogeneous

상호작용
groups)’,

하기(Interacting

‘자율적으로

in

행동하기

(Acting autonomously)’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
되고, 각 범주는 세 개의 하위 역량을 가진다.
첫째,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의 하위
역량은 ‘언어, 기호,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교류하며 사용하
Figure 1. Main contents of this study

기’, ‘테크놀로지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이
다. 이러한 핵심역량들은 최신 기술에 뒤떨어지

III. 미래 시대 역량에 대한 논의

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도구를 적용하며,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
라 선정되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

둘째,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 하기의 하위 역

(key competency)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량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팀으로서

국가 기관을 통해 제안되었다. 이 장에서는

협력하기’, ‘갈등 관리 및 해결하기’이다. 이러한

OECD, UNESCO, WE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의

역량들은 다원적인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처할

국가 기관인 P21, 국내의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필요성과, 공감과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중

제안한 미래 시대 역량을 살펴볼 것이다.

요성 때문에 선정되었다.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의 하위 역량은 ‘넓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은 시각으로 행동하기’, ‘인생 설계 및 개인적
과제들을 설정하고 실행하기’, ‘권리, 이해, 경계,
필요를 지키고 주장하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역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은 1997년부터 수행된
OECD의

Definition

and

Selection

of

량들은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

Key

인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권리를 실행하고

Competencies(이하, DeSeCo) 프로젝트로부터 촉

책임을 감내해야 하며,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발되었다. OECD(2005)는 점점 다원화되고 연결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선정되었다(OECD, 2005).

성을 가지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더 잘

OECD에서는 DeSeCo 프로젝트 이후, ‘OECD

기능하기 위해 역량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주장

2030 학습 틀(The OECD Learning Framework

하였다. OECD(2005)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

2030)’을 2015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2018년에

(competency)이란 지식(knowledge)이나 기능(skills)

발표된 이 틀은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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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가치(Attitudes and values), 역량(Competencies),

위한 학습을 강조하는 역량이다. 주요 학습 내용

행동(Action)으로 구성된다(OECD, 2018). 이 중에

으로 문법, 읽기/언어(language art), 세계 언어

서 역량은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했던 핵심

(world language), 미술, 수학, 경제, 과학, 지리,

역량에 기반하여 젊은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책

역사, 정부와 시민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임감 있고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들을 해

(Scott, 2015). 알기 위한 학습 역량의 기대 효과

결해 나갈 때 필요한 ‘변환적 역량(Transformative

는 체계적 사고, 분석적 질문 및 비판적 사고,

competencies)’이다(OECD, 2018). 변환적 역량은

문제해결력, 미래지향적 사고, 변화수용능력, 학

‘새로운 가치 창출(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문간 접근법에 대한 이해 등이다.

ㆍ

딜레마 조정(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둘째, 사회 정서적 영역이란 가치와 태도, 사

‘책임지기(Taking responsibility)’ 등 3가지가 제시

회적 기능을 의미한다. 가치와 태도는 정서적 영

된다.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을 뒷받침하는 구성

역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영역에 해

요소에는 적응력, 창의력, 호기심 및 개방성이

당한다. 이 영역에 대응하는 역량은 ‘존재하기

포함된다. 긴장과 딜레마 조정 역량은 예를 들

위한 학습 역량(Learning to be)’과 ‘더불어 살아

어, 평등과 자유, 자율성과 공동체, 혁신과 연속

가기 위한 학습 역량(Learning to live together)’이

성, 그리고 효율성과 민주적 과정의 조화 등과

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 역량은 인간이 자신의

같은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역량이다. 책임

개성을 계발하고, 자율성, 판단과 개인적 책무성

지기 역량의 핵심은 자기 제어(Self-control), 자기

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으로, 개

효능감, 책임, 문제해결 및 적응력을 포함하는

인적 책임감, 자기주도력, 이해력, 고차원적 기능

자기 통제(self-regulation)이다(OECE, 2018).

등을 의미한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기대효과
는 자신감, 자기표출과 대화능력, 가치 확립, 스

2.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트레스 대응능력 등이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이란 타인과 상호
의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계발하여 다원주의,

UNESCO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연결되는 세계

상호이해 및 평화적 측면에서 우리의 갈등을 다

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변화를 탐

루고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색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하였

중시하는 것, 연계하는 것과 팀워크, 시민성과

다. 그리고 학습 영역을 인지적, 사회 정서적,

디지털 시민성, 세계역량, 상호 문화적 역량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학습

(Intercultural competence)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UNESCO, 2015).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기대효과는 책임감 있는

․

첫째, 인지적 영역이란 세계와 그 복잡성, 세
계의 상호 연계성 및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데

행동, 타인에 대한 존중감, 이해관계의 파악 등
이다.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

셋째, 행동적 영역은 행위, 수행, 실천 및 참

해당하는 역량은 ‘알기 위한 학습 역량(Learning

여, 즉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는 영역이다. 행동

to know)’이다. 이는 일반적인 지식과 학습 기회

적 영역에 대응하는 역량은 ‘행동하기 위한 학

를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평생 동안 배움을

습(Learning to do)’이다. 이는 직업적 기능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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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화와 구조적인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

과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

해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하고 유지

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을

하는 능력이다.

의미한다. 지식과 기능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역

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9개의

량에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과

‘핵심 직무역량(Core work-related skills)3)’과 그

협업, 창의성, 정보·매체·기술 문해력, ICT 문해

아래에 포함된 35개의 하위 역량을 제안하였다.

력이 있다. 행동하기 위한 학습 역량의 기대효과

9개의 핵심 직무역량은, ‘인지적 역량’, ‘신체적

는 끈기, 불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과정, 책임감,

역량’, ‘내용 역량’, ‘과정 역량’, ‘사회적 역량’,

위기대응능력, 자아존중감, 학습의 실생활 응용

‘시스템 역량’, ‘복합적 문제해결 역량’, ‘자원 관

도 등이다.

리 역량’, ‘기술적 역량(Technical skills)’ 등이다
(WEF, 2016a). 이중 미래 수학교육의 방향 설정

3. The World Economic Forum(WEF)

에 관련이 되는 인지적 역량, 내용 역량, 과정
역량, 복합적 문제해결 역량의 일부 요소를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6년 초 스위스 다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스에서 열린 WEF에서 현재 이후를 ‘4차 산업혁

먼저, 인지적 역량에는 ‘인지적 유연성’, ‘창의

명’으로 명명하면서 촉발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성’, ‘논리적 추론’, ‘문제 감수성’, ‘수학적 추론’,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각화’ 등이 포함된다. 각 역량의 정의는 다음

등의 기술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

과 같다(WEF, 2016a).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보기술(IT), 인지과학(CS)의 융합 기술로 발전하

flexibility)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결합 혹은

고, 이로 인한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범주화하는 규칙들을 만들어 내거나 사용하는

Physical System)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 구조로

능력으로 정의된다. 창의성(Creativity)은 주어진

의 혁명이다(Schwab, 2016).

주제나 상황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다루

Schwab(2016)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식을 개발하

상황 맥락 지능(정신), 감성 지능(마음), 영감 지능

는 능력이다. 논리적 추론(Logical reasoning)은

(정신), 신체 지능(몸) 등의 4가지 지능의 조화가

겉으로는 무관한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

중요하다. 상황 맥락 지능(Contextual intelligence)

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규칙이나 결론을 형성하

은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며,

기 위해 정보 조각들을 결합하는 능력, 또는 특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생각과 감정을

정한 문제에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의미 있

정리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는 해답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문제 감

맺는 능력이다. 영감 지능(Inspired intelligence)은

수성(Problem sensitivity)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개인과 공동의 목적,

거나, 잘못 되어 감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

신뢰성, 여러 덕목 등을 활용하는 능력이며, 신

는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까지를 말하

체 지능(Physical intelligence)은 개인이 직면할 변

는 것이며, 문제 해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

3) WEF나 P21에서는 ‘역량(competency)’ 대신에 ‘기술(ski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는 본 연구에
서의 역량과 거의 동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대신에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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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적 추론(Mathematical reasoning)은 문제를

‘주도성(Initiative)’, ‘일관성/도전정신(Persistency/grit)’,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방식 혹은 공식을 선정하

‘적응력(Adaptability)’, ‘리더십(Leadership)’, ‘사회

는 능력이다. 시각화(Visualization)는 어떤 것 혹

문화적 인식(Social and cultural awareness)’을 21

은 그 일부가 이동하거나 재배열되었을 때 어떻

세기 주요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호기심은 추측

게 보일지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WEF에 제시한

과 질문의 장려, 질문과 혁신에 충분한 지식을

이러한 인지적 역량의 대부분은 수학교육에서

부여해주는 것을 통해, 주도성은 장기적으로 몰

강조해 온 주요 능력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성공 능력에 대한 자신

다음으로, 내용 역량과 과정 역량에는 능동적

감 제고, 선택의 자율성 부여를 통해, 일관성과

학습, 비판적 사고, 자기 자신 및 타인 모니터링

도전정신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통해, 적

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중 능동적 학습(Active

응력은 감정 처리 능력을 개발하고, 유연성과 조

learning)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해결 및 의사 결

직력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함양된다. 리더십은

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협상 및 공감 능력의 개발을 통해, 사회문화적

관련된다. 자기 자신 및 타인 모니터링하기

인식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 공감 능력의

(Monitoring self and others)는 자신이나 다른 개

개발, 문화적 자기 인식 개발을 통해 함양된다.

인의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책을
만들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WEF(2016b)에서는 앞서 제시한 4가지 역량과
6가지 인성을 함양하는 학습 방법으로 ‘사회 정

마지막으로, 핵심 직무역량의 하나인 복합적

서적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을 제안

문제해결 역량이란 복잡하고 현실적인 환경에서

하였다. 사회 정서적 학습에서는 놀이 기반 학습

새롭거나 잘못-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의 장려, 조정 가능하도록 학습 과정의 유연화

한 역량이다(WEF, 2016a).

및 세분화, 학습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 추론과

이 외에도 WEF(2016b)에서는 미래 시대의 학
생들이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네

분석 개발, 아이들의 개성과 감정 활용 뒷받침,
체험적 접근의 활용 등을 강조한다.

가지 역량, 즉 ‘비판적 사고/문제해결(Critical
thinking/problem-solving)’, ‘창의성(Creativity)’, ‘의

4.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P21)

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등
을 21세기 주요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WEF에

미국 국가 기관인 P21에서는 학생들이 성공적

따르면 비판적 사고/문제해결 역량은 건설적인

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

피드백 제공을 통해, 창의성은 제작 및 혁신의

는 ‘21세기 역량(21st Century Skills)’을 개발하였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다(P21, 2015a). P21에서는 21세기 역량을 Figure

을 통해, 의사소통은 풍부한 언어 환경의 제공을

2의 ‘21세기 학습 틀’로 제시하였는데, 이 틀은

통해, 협력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개발하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Figure 2에서 상단의

도록 하고 집단 작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아치로 표시)과 지원 시스템(Figure 2에서 하단

것을 통해 함양시킬 수 있다.

의 타원형으로 표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WEF(2016b)에서는 학생들이 환경 변화에
접근하기 위한 6가지 인성, 즉 ‘호기심(Curiosit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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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
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ISTEP,
KAIST(2017)에서는 미래의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역량으로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을 제시하였다.
Figure 2.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이란 인문학적이
고 감성적인 해석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유연

(P21, 2015a)

하게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자료를 탐색하여 일
P21의 21세기 학습 틀에서는 ‘핵심 교과와 21

ㆍ

ㆍ

세기 주제’, ‘정보 미디어 기술 역량’, ‘삶과 직
업 역량’, ‘학습 및 혁신 역량’ 등을 제안한다.
핵심 교과에는 국어, 세계 언어, 예술, 수학, 경
제학, 과학, 지리학, 역사 정부와 시민 등이 포함

ㆍ

된다. 21세기 주제에는 세계적 인식 재무 경제

ㆍ비즈니스ㆍ기업가 소양, 시민 소양, 건강 소양,
환경에 관한 소양 등이 포함된다. 정보ㆍ미디어
ㆍ기술 역량에는 정보 활용 소양, 미디어 활용
소양, ICT 활용 소양 등이 포함된다. 삶과 직업
역량에는 유연성 및 적응성, 진취성 및 자기주도
성, 사회 및 간문화 역량, 생산성, 리더십 및 책
임 등이 포함된다.
학습 및 혁신 역량에는 비판적 사고, 의사소
통, 협력, 창의력과 혁신 등이 하위 역량으로 포
함된다. P21의 학습 및 혁신 역량에 포함된 하위
역량들은 WEF(2016b)에서 미래 시대 역량으로
강조한 비판적 사고/문제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의 네 가지 역량과 거의 유사하다.

반적인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인
식하는 역량이다.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이
란 인간 개개인이 갖는 다양성을 조합해 기계와
차별화된 대안을 탐색하고 도출하는 역량이다.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이란 인간 고유의 역
할을 바탕으로 기계와 공생을 추구하는데 필요
한 역량이다. 이러한 3대 미래역량은 하위 11개
의 세부 역량으로 구성된다.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의 세부 역량에는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비판적 상황 해석
력’,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이 있다.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이란 인문학적 이해
와 감성적 해석을 더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는
기존의 합리적이고 이성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문제 인식 방식에 인문학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
을 더함으로써 발휘된다. ‘비판적 상황 해석력’
이란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때로는 삐딱하
게, 문제의 핵심을 해석해보는 역량이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틀에서 벗어나서 해석하여 복합

5.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미래창조과학부)
기계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미래에

적인 문제해결과 창의력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량이다.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이란
상황 인식에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자료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학습을 통해 문제와 관련
성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다.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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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uture competencies related to mathematics education
기구/기관
DeSeCo
OECD
OECD 2030
학습 틀

UNESCO

역량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 팀으로서 협력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새로운 가치 창출: 창의력, 호기심
·책임지기 역량: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
·인지적 영역: 체계적 사고, 분석적 질문 및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사회·정서적 영역: 개인적 책임감, 자기주도력, 이해력, 고차원적 기능, 책임감
있는 행동, 타인에 대한 존중감
·행동적 영역: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과 협업, 창의성

21세기
주요 역량

·비판적 사고/문제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핵심
직무역량

·인지적 역량: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 논리적 추론, 문제 감수성, 수학적 추론, 시각화
·내용 역량 및 과정 역량: 능동적 학습, 비판적 사고, 자기 자신 및 타인 모니터링하기
·복합적 문제해결 역량

WEF

P21

미래창조과학부

·삶과 직업 역량: 유연성, 자기주도성, 책임
·학습 및 혁신 역량: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 창의력과 혁신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비판적 상황 해석력,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유인형 협력 능력, 협력적 의사결정력, 시스템적
사고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의 세부 역량에는
‘구조화/설계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 ‘유인형 협

가장 최근에 발표한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의 주요 강조점을 살펴보았다.

력 능력’, ‘협력적 의사결정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시스템적 사고’가 있다. 또한, 기계

1. 일본의 수학교육

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의 세부 역량에는 ‘디지
털 문해력’, ‘정교한 첨단기술 조작 역량’, ‘휴먼컴퓨터 조합력’이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기구 및 국내외 국가 기관

국가이다(Choe, Kim, & Kim, 2017). 일본은 국가

에서 제안한 미래 시대 역량 중에서 수학교육과

차원에서 경제, 과학기술, 산업 정책 전반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을 추출하면 Table 1과 같다.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략을 수립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

IV. 여러 국가의 미래 수학교육 고찰

가고 있다.

「미래투자전략 2017: Society 5.0」과 같은 경제

정책에서는 Society 5.0을 이루기 위한 수평적 과
본 연구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핀란드,

제 중 하나인 ‘가치의 원천 창출’을 위한 과제

독일, 호주, 영국,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 하나로 ‘교육 인재력의 근본 강화’를 포함하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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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평성
28년판 과학기술백서」와 같은 과학기술 정책에
고 있다.

서는 로봇, 센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프라, 현
실 데이터, 컴퓨터 개발 능력 등의 강점 분야를

(1) 수량이나 도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이해하고 현상을 수학화하거나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고 처리하는 능
력을 습득한다.
(2) 수학을 활용하여 사건을 논리적으로 고찰하는

적극 활용하여 초스마트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힘, 수량이나 도형의 성질을 발견하고 이를

(Choi, Kim, & Kim, 2017).

통합적이고 발전적으로 고찰하는 능력, 수

「신산업구조비전: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과 같은
산업 정책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

ㆍ

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간결하고 명
료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른다.
(3) 수학적 활동의 즐거움과 수학의 장점을 인
식하고, 수학을 생활이나 학습에 활용하려

을 강조하고 있다(Choi, 2017). 이러한 경제 과

는 태도 및 문제해결 과정을 성찰하고 평가

학기술·산업 부분의 전략은 ‘학습지도요령’으로

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대별되는 일본 교육과정과 연계된다.
일본의 2017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일본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수와

육성해야 하는 자질 능력으로, 살아가며 일하기

식, 도형, 측정(함수), 데이터의 활용이다. 또한

위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미지의 상황에도 대

각 학년마다 수학 내용 영역 외에 ‘수학적 활동’

응할 수 있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의 육성’,

이라는 항목을 제시하여 각 학년의 수학 학습에

학습한 내용을 삶과 사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 강조하여야 할 수학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능력 인간성의 함양’ 등을 제시하고 있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다.4) 개정에서의 중점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해설서에서는 수학과 내용 개선의 방향으로 다

있으며, 이는 주체적인 학습, 대화형 학습, 깊은

음의 3가지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

배움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다.
일본의 201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과의 목표는 ‘수학적 관점과 수학적 사고방
식을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수학적 활동을 통하

学省, 2017a, 2017b).

文部科

ㆍ

- 산수 수학을 배우는 것은 문제해결의 기쁨을
느끼고 삶을 더 풍요롭게 사는 것에,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를 총명하게 사는 인간을 육성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수학

여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

과 인간과의 관계나 수학의 사회적 유용성에

는 것’이다(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

文部科学省,

2017a; 2017b). 구체적으

로 일본의 중학교의 수학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文部科学省, 2017b).

(

되어야 한다.
-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
의 기초에는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사

수학적 관점과 수학적 사고방식을 획득하고 이
를 토대로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자질과 능력을 다음과 같이 육성한다.

건들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발견하고,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도록 기대되며, (중략)
언어로서의 수학의 특성이 더욱 중시되어 왔

4) 일본의 2017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본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2018년에
공표되었다.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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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력 등을 몸에 익히는 활동을 통해 프로그래밍

- 사회생활 등 다양한 장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한다.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경향을 바탕으로 과제
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정보과

2. 싱가포르의 수학교육

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교육의 통계 내용

싱가포르는 PISA 2015에서 읽기, 과학, 수학에

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 모두 1위의 성적을 거두어 교육 강국으로 여
일본의 새로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겨지며, 최근 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하는 4차 산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수학의 사회적

업혁명 준비도와 관련된 국가역량지표에서 상위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 STEM 교육의 기초로

권을 차지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대표된

서의 수학 및 통계 내용의 개선 등을 수학과 내

다(Sim, Choi, Noh, & Hah, 2017).

용 개선의 방향으로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가장 최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한편, 일본의 최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2012년에 발표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수학과 교

특이할만한 사항은 프로그래밍적 사고와 프로그

육과정에 제시된 수학과의 대목표는 다음과 같

래밍 교육을 새롭게 추가하여 강조한 것이다. 프

다(Ministry

로그래밍적 사고의 강조는 초등학교 산수과에서

2012b).

プログラミング

of

Education,

Singapore,

2012a,

이루어진다. ‘프로그래밍적 사고(

的思考)’란 “자신이 의도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현

싱가포르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적은 모든 학생

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의 조합이 필요한지, 어떻

들이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 숙달에 도달하도록

게 개선하면 더 의도된 활동에 접근하는지 논리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삶에서 수학

文部科学省,

적으로 생각하는 힘의 하나”(

2017a,

p. 325)로 규정된다. 일본의 교육과정에서는 학

을 잘 활용하고, 수학에서 흥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잠재적 수준에서 수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교급에 따라 프로그래밍 교육을 다르게 접근하

싱가포르에서 수학교육의 광범위한 목표는 학

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특정 교과를 신설

생들이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 않고, 국어, 수학, 사회를 비롯한 여러 교과

- 수학적 개념과 기능을 획득하고 적용한다.

들에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교과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학

- 문제해결에 대한 수학적 접근을 통해 인지적
기능과 메타인지적 기능을 발달시킨다.
-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킨다.

습 내용과 관련하여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
는 단원을 배치하고, 생활 주변에서 컴퓨터가 활

싱가포르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1990년대부터

용되고 있는 것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단계가

일관되게 수학적 문제해결력 배양에 초점을 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중시한다.

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요소로 수학적 개념,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생들
이 프로그래밍을 체험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능, 태도, 메타인지, 과정 등을 설정하고 있다
(Figure 3 참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학
과의 목표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력·판단력·표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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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비전과 ‘덜 가르치고 더 학습하기
(Teach Less, Learn More)’로 대별되는 2004년의
선언이 큰 분수령으로 작용하며, 2014년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라는 국가 비전이 교육 개혁
의 정점을 찍는다.
2004년의 교육 개혁은 교육과정 내용과 교수
방법 모두 21세기 핵심역량 함양과 직결되도록
재편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
Figure 3. The Mathematics Framework in
Singapore mathematics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2a)

의 중심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적 방법, 학생 실천
학습, 협동적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문제 중심 학습, 통합 주제 교육, 통합 교육과정,
창의성과 혁신 등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

수학적 개념 측면에서는 수, 대수, 기하, 통계,
확률, 해석 등을 다루며, 기능 측면에서는 수치
계산, 대수 처리, 공간 시각화, 자료 분석, 측정,
수학적 도구 사용, 추정 등을 강조한다. 태도 측
면에서는 수학과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 수
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수학의 아름다움
과 힘에 대한 이해, 수학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자신감, 문제해결에서의 끈기 등을 강조하며, 메
타인지 측면에서는 자신의 사고에 대한 모니터
링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을 강조한다. 과정 측면

․
․
기능․발견술 등을

․

에서는 추론 의사소통 연결성, 적용 모델링,
사고

도록 강조하였다.
2014년 국가 비전에 따라 미래의 스마트 국가
에서는 기술이 인간의 삶과 직업에 점차 필수적
인 부분이 되어 감에 따라 모든 싱가포르인들이
코딩과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역량
을 함양해야 한다고 본다. 싱가포르에서 국가적
역량으로 간주되는 컴퓨팅 사고란 문제를 해결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컴퓨팅의 힘과 한계를
이끌어내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접근법이다.
코딩은 컴퓨팅 사고의 언어이므로 이를 읽고 쓰
는 것을 학습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간주된다.

강조한다(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5b).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다섯 요소
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들은 일부 달라졌지만 전
체 수학과 교육과정의 틀이 수학적 문제해결력
배양을 위한 개념적 이해, 기능 숙달, 태도, 메타
인지, 수학적 과정을 강조한다는 핵심은 유지하
고 있다(Kaur, 2014).
한편, 최근 20년간 진행되어온 싱가포르의 교
육개혁에서는 ‘사고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로 대별되는

3. 중국의 수학교육
중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의무교육(1~9학년)
과정과 고등학교교육(10~12학년) 과정으로 구분
된다. 중국의 가장 최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2011년에 발표된 ‘의무교육에 대한 수학과 교육
과정 기준(Mathematics Curriculum Standards for
Full-time Compulsory Education)’이다.5) 이 절에서
는 Wang, Liu, Du, & Liu(2017)에 제시된 내용을

5) 중국의 고등학교교육을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은 2014년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개발 중에 있다.
2018, Vol. 28, No. 4

ㆍ

ㆍ

ㆍ

ㆍ

나 귀 수 박 미 미 김 동 원 김 연 이 수 진

449

Table 2. Chinese mathematics curriculum for compulsory education: summary
구분

내용

구성
요소

기본 교육과정 아이디어, 교육과정 목표, 교육과정 실행 지침, 교수학습 및 평가 유의사항, 교육과
정 관리

기본
방향

모든 이를 위한 수학
- 모두가 가치 있는 수학을 배울 수 있다.
- 모두가 필요한 수학을 배울 수 있다.
- 서로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수학적 발달로부터 혜택을 누린다.

강조
사항

수학학습 심리학에 따라 실제 경험을 사용하여 학생 발달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문제해결 과정의 해석과 적용을 허용하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 경험하도록 하기

목표

네 가지 기본 원리(기초 지식, 기본 기능, 기초 아이디어, 기초 활동 경험)
수학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내용
영역

수와 대수, 공간과 기하, 통계와 확률, 종합과 실천

핵심
개념

수 감각, 기호 감각,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기하 직관, 자료 분석, 연산 능력, 추론 능력, 모델링
사고, 응용 의식, 창의적 의식

중심으로 2011년에 발표된 중국의 의무교육 수
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의무교육 수학과 교육과정은 1999년
초에 개발이 시작되어 2011년 말에 최종 완성되

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강조 사
항’, ‘목표’, ‘내용 영역’, ‘핵심 개념’ 등을 정리
하면 Table 2와 같다.

었다. 중국의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에 거의 12년

중국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과의 목

정도의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교

표는 기초 지식, 기본 기능, 기초 아이디어, 기초

육과정의 시안 개발 이후 장기간의 실험 적용을

활동 경험 등의 네 가지 기본 원리를 추구하는

통해 현장성을 제고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것과 함께 수학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수

때문이다.

학에 대한 태도,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등을 함

중국의 2011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초 아이디어에는 수

‘모든 이를 위한 수학’이라는 개혁 아이디어를

학적 추상화에 대한 아이디어, 수학적 추론에 대

담고 있다. 개혁 아이디어에는 모두가 가치 있는

한 아이디어,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아이디어가

수학을 배울 수 있고, 모두가 필요한 수학을 배

포함된다. 기초 활동 경험은 학생들이 개인적으

울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수

로 수학적 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별 경

학적 발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

험을 나타낸다.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의

중국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수와 대

해석과 적용을 허용하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수, 공간과 기하, 통계와 확률, 종합과 실천 등의

경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

네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내용 영역에 ‘종합

불어 순수 수학 및 응용 수학의 문화적 가치, 수

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

학의 실세계 적용, 인간 발달의 중요성, 수학의

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 속성, 수학과 계산기(컴퓨터)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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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 실천은 문제에 대한 운반체로서 학생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 중에서, 학생들은 ‘수와 대수’, ‘공간과 기
하’, ‘통계와 확률’ 지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다. ‘종합과 실천’은 수

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핀란드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이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교과를 중심으로 교

학 학습 활동 중에서 매학기 한 번 이상은 실

육이 이루어진다(Sahlberg, 2015). ‘교과로써 가르

시해야 한다. 교실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한

치기’를 바꿔 ‘주제로써 가르치기’를 도입하는데,

과정을 교실 내부 및 교실 밖과 결합하여 진행

이는 교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합과 실천’이라는 교
육 형식은 일상적인 수학교육 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지지한다.

과를 한 주제를 통해 구현하는 융합 학습을 추
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의 개정 수학과 교육과

중국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10가지 핵심 개

정에서는 내용 목표와 ‘포괄적 역량(transversal

념을 제안하는데, 수 감각, 기호 감각, 공간에 대

competencies)’을 결합하여 제시한다. 핀란드의

한 아이디어, 기하 직관, 자료 분석, 연산 능력,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영역은 사고력(C1),

추론 능력, 모델링 사고, 응용 의식, 창의적 의식

수와 연산(C2), 대수(C3), 기하와 측정(C4), 정보

등이 그것이다. 중국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처리 소프트웨어 통계 확률(C5) 등으로 구성

10가지 핵심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Table

되는데, ‘사고력’이 내용 영역의 하나로 포함되

3과 같다.

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수학과에 특화된

․

․ ․

교과핵심 역량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수학적 추

4. 핀란드의 수학교육

론,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창의성 등을 수학과 교육과정 전 학년에 걸쳐

핀란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의 동

명시하고 있다. Table 4는 핀란드 기본교육과정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3-6학년 ‘수학’ 과목에서의 내용 목표 및 포괄적

(PISA)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핀란드

역량이다.

의 성과가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과의 각 수업

를 포함하여 PISA 성적이 상위권인 대부분의 동

의 목표는 내용 관련 목표 및 포괄적 역량과 연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평가에 참여한 핀란

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학적 연결성과 관련

드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 및 사교육을 받지 않

된 목표 [O2]는 사고 및 학습[T1], 다중리터러시

고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는 점에 있다(Schachter,

[T4] 역량과 결합되어 있고, 이는 3~6학년 학생

2011).

들이 학습하게 되는 사고력, 수와 연산, 대수, 기

핀란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014년
에 개정된 ‘국가수준 핵심 기본 교육과정’을 공

․

․ ․

하와 측정, 정보 처리 소프트웨어 통계 확률
내용 영역에 모두 해당된다.

표하였다(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융합 학습을 추구하는 핀란드 개정 교육과정

2016). 핀란드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핀란드의

의 가장 큰 특징은 ‘포괄적 역량’ 제시와 ‘현상

학생들이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익혀 미래 사회

기반 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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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ey concepts in Chinese mathematics curriculum
핵심개념

주요 내용

수 감각

수 감각의 핵심은 수와 수량, 수량 관계, 연산 결과의 추측 등의 영역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학
생이 수 감각을 구축하면 현실에서 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수량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기호
감각

기호를 이용하여 수, 수량 관계, 변화 규칙 등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즉 기호를 사용하여
계산과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때 얻은 결론은 일반성이 있는 것이다. 기호 감각을 구축하면, 학
생들이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적 표현과 수학적 사고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이것의 핵심은 기하학적 물체의 특징에 의거하여 기하 도형을 추상하는 것이다. 기하학적 도형에
의거하여 실제 물체를 생각할 수 있다. 물체의 위치 사이의 위치 관계를 생각한다. 도형의 이동과
변화를 설명한다. 언어적 설명에 근거하여 도형을 그린다.

기하
직관

이것의 핵심은 도형의 묘사를 이용하여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하직관의 도움을 받아
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간단히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하직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결
과의 예측에 도움을 준다. 기하 직관은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다. 또한 기하 직관은 전체 수학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자료
분석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조사 연구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판
단을 내린다. 자료에 숨겨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체험한다. 같은 자료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
한다. 문제의 배경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무작위성을 체험한
다.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해 매번 수집되는 자료는 같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규칙을 발견 할 수 있다. 자료 분석은 통계의 핵심이다.

연산
능력

이것의 핵심은 연산 법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연산 능력을 배양
하여 학생들은 계산 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
한다.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의 발전은 수학 교육활동 전체에서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추론은 수학의 기본 사
고방식이다. 또는 사람들이 공부와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고방식이다. 추론은 개연적인 추론
과 연역적 추론을 포함한다. 개연 추론은 실제로부터의 추론이다. 경험과 직관, 요약된 사실 및
유사한 속성으로부터 결과를 유추 하는 것이다. 연역적 추론이 사실로부터(정의, 공리, 정리 등
포함)의 추론이고, 확정된 규칙(연산의 정의, 연산 규칙, 연산의 순서 포함)으로부터의 추론이다.
연역 추론에 근거하여 증명과 연산을 행한다. 위에서 제시한 두 유형의 추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두 추론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개연추론을 사용한다. 증명을 수행하고, 결론을 찾기 위해서는 연역적 추론을
사용한다.

모델링
사고

학생들이 수학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다. 모델을 설정하
고 해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실 생활이나 구체적인 실제 상황 중에서 수학 문제를 추상한
다. 수학 기호를 사용하여 수학 문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량 관계와 변화 규칙을 설명하는 방
정식, 부등식, 함수 등을 설정한다. 결과를 구하고, 그 결과의 의미를 토론한다. 이 내용의 학습은
학생들의 초기 모델의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수학학습에 대한 흥미, 응용 의식을 향상시킨다.

응용
의식

응용 의식에는 두 가지는 가지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의식적으로 수학적인 개념, 원리, 법
칙, 방법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고,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실 생활에서 다양한 수량과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수학 문
제로 추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전체 수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응용 의식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과 실천 활동은 응용 의식 함양에 매우 좋은
예이고, 육성하는 방법이다 .

창의적
의식

수학교육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다. 창의적 의식은 수학학습의 가르치는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학
생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혁신의 기초이고, 독립적인 사고, 생각
하는 방법의 습득은 혁신의 핵심이다. 규칙과 추측의 결과를 개략적으로 얻고, 검증하는 것은 창
의성 의식의 중요한 방법이다. 창의성 의식의 배양은 의무 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창
의성은 수학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다루어져야 한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

452

Table 4. Content objectives and transversal competencies in Finnish mathematics curriculum
수업의 목표

목표와 관련 내용 영역

포괄적 역량

O2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들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Content Area 1(C1): 사고력
C2: 수와 연산
C3: 대수
C4: 기하와 측정
C5: 정보 처리와 소프트웨어, 통계, 확률

T1, T4

O3 학생들이 그들의 관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C1-C5

T1, T3, T4, T5

O10 학생들이 연산의 성질을 사용하여
유창한 정신적 그리고 기술적(written)
산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하기.

C2

T1, T3, T6

태도, 의지로 구성된 실체적인 것으로서, 주어진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중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 및 학습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준다. 다중 리터

다(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포

러시 역량에서는 문화적 의사소통 다양한 방식

괄적 역량에는 ‘사고 및 학습[T1]’, ‘문화 역량,

의 이해,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 및 가치 판

상호작용, 표현[T2]’, ‘자기 관리[T3]’, ‘다중 리터

단, 언어 시각 청각 숫자 기호의 이해, 다양

러시[T4]’, ‘ICT 역량[T5]’, ‘직무 능력[T6]’, ‘참여

한 표현 방식의 이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

및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T7]’ 등의 7가지가 포

습득 등이 강조된다.

․ ․ ․ ․

함되는데, 이 중에서 핀란드 수학과 교육과정에

둘째, 핀란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간의

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고 및 학

협력 작업을 통한 통합 및 ‘현상 기반 학습’을

습 역량[T1]과 다중 리터러시 역량[T4)]이다.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7~8명의 교사가 동

사고 및 학습 역량[T1]은 다른 역량 개발과 평

시에 여러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게 된다. 개편된

생 학습의 기초가 되는 역량이다. 사고 및 학습

새 국가핵심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는 적어도

역량에서는, 관찰을 하는 방법, 정보와

아이디

매년 학생들을 위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학문

찾기 평가하기 수정하기 생산하기 공유

적 학습 모듈(multidisciplinary learning module)을

하기, 추론 및 직관, 탐구, 개방적 사고 및 창의

계획하고 제공해야 한다(Halinen, 2015). 이 학습

적 사고, 협업, 집중, 학생 자신의 관점 신뢰, 반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흥미를 가

성적 사고, 학생 스스로 질문하기, 복잡한 문제

진 현상이나 주제를 탐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의 해결, 비평적 분석, 놀기 게임 학습 신체적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는데

활동, 실험적 접근법, 개념들 간의 상호 연결성

참여하게 된다. 이 학습기간을 계획하고 적용할

인식 등이 강조된다.

때 교과들은 각각 교과의 중점, 개념, 방법을 제

어

․

․

․

․

․

․

다중 리터러시 역량[T4]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
하여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 결합, 수정, 생산, 제시, 평가할 수

2018, Vol. 28, No. 4

공하게 된다. 그리고 토픽이나 학습기간 실현방
안은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별로 진행이 된다.
현상 기반 학습을 적용하는 수업에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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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밀접한 실세계 현상을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베를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의

관찰하고 분석하는 현상 기반 학습과정에서 자

수학과 교육과정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6) 베

신에게 부족한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필

를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의 수학과 교육과정

요한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Zhukow, 2015). 여기

은 크게 수학 내용 역량과 수학 과정 역량으로

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현상을

구분된다(Bildungsserver Berlin-Brandenburg, 2018).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부족한

수학 내용 역량은 수와 연산, 크기와 측정, 공간

지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과 형태, 방정식과 함수, 데이터와 확률 등을 포
함한다. 수학 과정 역량은 수학을 행하는데 있어

5. 독일의 수학교육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수학 과
정 역량은 수학 내용 역량과 함께 습득되며, 수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소개되기

학 내용 역량과 다양한 수준에서 연결된다. 베를

전부터 ‘Industry 4.0’을 통해 제조업 혁신 프로젝

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트를 추진하고, 미래 교육을 위해 준비해온 나라

서 수학 과정 역량은 수학적 논쟁, 수학적 문제

이다. 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

해결,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표현, 수학의 상징

능으로 인해 인간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적 형식적 기술적 요소들의 사용, 수학적 의사

라고 하였지만, 독일은 Industry 4.0을 통해 줄어

소통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든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

기술된다.

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독일의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18)에서 미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

․

∙수학적

논쟁(mathematical argument) : 수학적

추론은 문제 상황을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

…
…

작한다. 학생들은 “How does it change ?”,

…

“Is that always so ?”, “What is that so ?”와

MINT(Mathematics, Information, Natural sciences,

같은 수학적 질문들을 통하여 가설을 세우고

and Technology) 교과 중심 교육이다(Ko, 2017).

그들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뒷받침하여 설명

독일에서는 학생의 자기인식, 사회적 책임, 행동

할 수 있다. 또한 정답들을 설명하고 추론하

과 실천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범교과 역량으로
언어 역량과 미디어 역량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에서는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

는 것 모두 수학적 논쟁의 일부이다.

∙수학적

문제해결(Mathematical

Problem

Solving): 수학적 문제해결은 아직 해답을 알
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서 해답을 구하거나

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2017년에 독

여러 해답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의 16개 주정부 중 15개 주가 역량 중심 교육

발생한다. 학생들은 발견술 전략과 도구를 사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량은 ‘다양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검토하며 자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능, 태도’로 규정된다.

신의 문제해결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반성한
다.

6) 베를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http://bildungsserver.berlin-brandenburg.de/rlp-online/
b-fachuebergreifende-kompetenzentwicklung/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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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 수학적

6. 호주의 수학교육

모델링에서는 실제 상황을 수학적 모델로 변
환하여 해결한 후, 그 해를 다시 실제 상황으
로 변환한다. 또한 실제 행동이나 그림을 통
해 수학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모델로 사

호주의 최근 수학과 교육과정은 2012년에 발
표되었다. 호주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용할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은 간결화, 수학

수와 대수, 측정과 기하, 통계와 확률 등이다

화, 편집, 해석, 검증 단계의 조합으로 설명할

(ACARA, 2012). 각각의 내용 영역에 속하는 하

수 있다.

위 요소들은 Table 5와 같다.7)

∙수학적

표현(Mathematical Representations): 수

학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표현 방식을 제공한다. 수학은 이러한 표현을
선택하고, 생성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수학의
기본적 개념은 그러한 표현들 사이의 유연하
고 문제 지향적인(problem-oriented) 번역 활동
에 의해 활성화되고 강화된다.
- 활동적 표현(예: 진법막대, 주사위)

Table 5. Content area and elements of Australian
Common mathematics curriculum
수와 대수

측정과 기하

통계와 확률

수와 자릿값 (F-8)

측정 단위 사용
(F-10)

사건
(1-10)

분수와 소수 (1-6)

모양 (F-7)

자료 표현과
해석 (F-10)

실수 (7-10)

기하 추론 (3-10)

화폐와 금융
(1-10)

위치와 변환
(F-7)

패턴과 대수
(F-10)

피타고라스와
삼각법 (9-10)

- 언어적 표현(예: 서면 또는 구두)
- 수치적 표현(예: 표 형식)
- 그래프적인 표현(예: 함수 그래프, 그림)

․

- 수학적 상징적 표현(예: 용어)

∙수학의

․

․

상징적 형식적 기술적 요소들의 사

용(Handling

of

symbolic,

formal,

technical

elements of mathematics): 목적이 있는 수학은

․

․

상징적 형식적 기술적 요소를 다루게 된다.

선형, 비선형
관계 (7-10)

따라서 학생들은 적절한 방법과 도구(예: 공
식)을 사용하고 그들의 선택을 반성한다. 공
학 도구를 사용할 때는, 미디어 역량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수학적 의사소통(Mathematical Communication):

또한, 호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수
월성(mathematics proficiency)’을 핵심 아이디어로
설정한다. 수학적 수월성은 ‘이해(understanding)’,

수학적 맥락 혹은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은

‘유창성(fluency)’,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추

수학적 텍스트에 대한 지적인 듣기, 이해하

‘론(reasoning)’의 네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되는

기, 읽기 등을 포괄한다. 언어는 수학 문제를

데, 그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결할 때 생각을 구조화하고 설명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수학적 의
사소통은 수업에서 언어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필요한 언어 역량은 일상 언어로
시작하여 수학 수업에서 의도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심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과제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학생들은 적응, 전이 가능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공고한 지식을 구축한다. 학생들은 관련
개념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친숙한 것들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학생들은 수학에 있어 ‘이유’와 ‘방법’ 사이의

7) 호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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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학생들은 관

STEM, 빅데이터, 학제 간 역량, 비판적 사고, 창

련 아이디어를 연결할 때, 개념을 서로 다른

의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디지털 기술 등을 제

방식으로 표현할 때,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구분할 때, 자신들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수학적 정보를 표현할 때 이해를
구축하게 된다.

∙유창성
학생들은 가령 절차를 유연하게, 정확하게,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혹은 사실적
지식과 개념을 쉽게 떠올리기 등을 통해, 적

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3대 역량으로서
‘문해 소양(Literacy)’, ‘수리 소양(Numeracy)’, ‘핵
심교과지식’을 제안하며, 7가지의 ‘일반 능력
(general capability)’을 각 교과 교육과정의

상위

목표로서 제시한다. 일반 능력은 호주의 젊은이
들이 21세기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
요한 능력으로 규정되며, ‘문해 소양’, ‘수리 소

․

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학

양’, ‘ICT 능력(ICT capability)’, ‘비판적 창의적

생들은 답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때, 질문에

사고(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개인적 사

답하는 확실한 방법을 인식할 때, 적절한 방

회적 능력(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윤리

법과 근삿값을 선택할 때, 정의를 떠올리고
적절히 사실을 사용할 때, 해를 구하기 위해
식과 방정식을 다룰 수 있을 때 유창해진다.

∙문제해결

․

적 이해(Ethical Understanding)’, ‘간문화적 이해
(Intercultural Understanding)’ 등의 일곱 개의 하
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교육과정은 일
곱 개의 일반 능력의 핵심 아이디어가 수학 교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선택하고, 해석하고,

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수학과 교육과

공식화하고, 모델링하고, 조사하고, 해답에 대

정의 핵심 아이디어가 일반 능력들을 어떻게 뒷

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한
다. 학생들은 생소하거나 유의미한 상황을 표

받침하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할 때, 탐구를 설계

일반 능력 중에서 수학과와 특히 밀접한 관련

하고 접근법을 계획할 때, 해답을 찾기 위해

을 맺는 수리 소양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의 전략을 적용할 때, 해답이 적절한지

Table 6과 같다.

확인할 때 문제를 공식화하고 해결한다.

∙추론

7. 영국의 수학교육

학생들은 분석, 증명, 평가, 설명, 추론, 정당
화, 일반화와 같은 논리적 사고와 행동을 위

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며 4차 산

한 더 정교한 능력을 개발한다. 학생들은 자

업혁명 관련 주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

신의 생각을 설명할 때, 사용된 전략과 도달

가로 알려져 있다(Samsung Newsroom, 2017). 영

한 결론을 연역하고 정당화할 때, 기지의 것
을 미지의 것에 적용할 때, 하나의 맥락에 대
한 학습을 다른 맥락으로 전이시킬 때, 무언
가가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증명할 때, 관련
된 아이디어들을 비교, 대조하거나 자신들의
선택을 설명할 때, 수학적으로 추론한다.

국의 최근 수학과 교육과정은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발표된 ‘key stage 3’과 ‘key stage 4’의

「수학학습프로그램」이다.

영국 수학학습프로그램에서 내용 영역은 ‘수’,

․ ․

‘대수’, ‘비 비율 변화율’, ‘기하와 측정’, ‘확
률’, ‘통계’로 구분되어 있다(Chang et al., 2016).

한편,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방향으로서

또한 영국 수학학습프로그램에 제시된 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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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ey ideas for Numeracy in Australian curriculum
핵심 아이디어

아이디어 설명

수로 어림하고
계산하기

학생들은 효율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지필 또는 디지털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실제 상황
에서 일상의 문제를 풀고 모델링하기 위해 수를 사용하여 어림하고 계산하는 기술을 적용
한다. 학생들은 돈이 사용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돈의 가치에 대한 지식을 구매, 예산 편성
및 돈 사용의 정당화에 적용한다.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사용하기

이 요소는 학생들이 추세를 파악하고 패턴을 지속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관계
를 기술하고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진정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패턴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적용한다.

분수, 소수,
백분율, 비와
비율의 사용

이 요소는 분수와 소수의 의미, 백분율 표현, 비와 비율,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
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와 비율, 비례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모양과 대상을 시각화하거나, 순서를 매기거나,
기술한다.

공간 추론의
사용

이 요소는 학생들이 주변 공간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모양과 대상을 시각화
하고 식별하고 정렬하여 그것들의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대칭, 모양 및 각도를 사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도와 다이어그램을 해석하고 척도와 방향 언어를 사용하
여 경로와 위치를 식별하고 설명한다.

통계 정보
해석하기

이 요소는 학생들이 통계 정보가 표현되는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
들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표현의 효율성을 자료의 수집, 기록, 표현, 비교 및 평가하는 것
과 관련된 진정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또 우연 사건의 결과를 설명 할 때 적절한 언
어와 수치 표현을 사용한다.

측정의 사용

이 요소는 학생들이 길이, 넓이, 부피, 들이, 시간 및 무게 측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포함
한다.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어림, 측정, 비교,
계산한다. 또한 학생들은 시계를 읽고 시간을 변환하고, 달력을 사용하여 날짜와 이벤트를
식별하고 순서를 지정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시간표를 사용한다.

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2014).8)

∙점점 복잡한 문제로 연습하고 변화하면서, 수
학의 기초에 유창하게 되도록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적인 이해를 개발하게 되고 빠
르고 정확하게 지식을 상기하고 적용하는 능
력을 개발한다.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논쟁(argument)을 전

개하고 정당화하고 증명하며, 관계와 일반화
를 추측하고, 조사 방식에 따라 수학적으로
추론하게 한다.

∙끈기

있게 해답을 찾고 단순한 단계들로 문

제를 나누고, 점점 정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

위와 같은 수학교육의 목표는 영국의 수학학
습프로그램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학적 작업
(Working mathematically)’의 세 가지 하위 요소인
‘유창성 발달(Develop fluency)’, ‘수학적 추론
(Reason mathematically)’, ‘문제 해결(Solve problems)’
과 대응된다.
영국의 수학학습프로그램에 제시된 수학적 작
업’의 구체적 내용을 key stage 3(7-9학년) 수준
에서 제시하면 Table 7과 같다.
영국의 수학학습프로그램에서의 ‘수학적 작업’
은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의 ‘수학 교과 역량’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파악

해 학생 자신의 수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

된다. 영국 수학학습프로그램의 수학적 추론과

결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추론,

8) 영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2014) 및 Chang et al.(2016)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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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orking mathematically (key stage 3)’ in England mathematic curriculum
수학적작업

구체적 내용

유창성
발달

- key stage 2에서의 수치적이고 수학적인 능력을 통합하고 소수, 유리수, 무리수 등을 포함하는
수 체계와 자리값에 대한 이해 확장하기
-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계산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 수학적 관계의 형식화를 포함하여, 산술의 구조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수 사용하기
- 수치적 값을 식으로 대신하기, 식을 바꾸고 단순화하기, 방정식 풀기
- 수치적 표현, 대수적 표현, 그래프 표현, 다이어그램적인 표현 등의 여러 가지 표현 사이의 자유
로운 변환(예를 들어, 동치분수들의 다양한 표현, 분수와 소수의 변환, 방정식과 그래프의 변환)
- 일차함수와 간단한 이차함수의 이해를 포함하여, 대수적이거나 그래프적인 표현과 개념에서
능숙함 개발하기
- 수, 대수식,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확률과 통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학적 언어와 원리를 정확
하게 사용하기

수학적
추론

문제 해결

-

수 체계에 대한 이해 확장하기: 수의 관계, 대수적 표현, 그래프 표현의 연결성 만들기
측정, 기하, 대수에서 비례적 관계를 형식화하고, 비와 비례식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형식화하기
변수를 확인하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대수적으로나 그래프로 표현하기
패턴과 관계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검사하기, 증명이나 반례 찾기
기하적 작도의 사용을 포함하여, 수, 대수, 기하에서 연역적으로 추론 시작하기
수치적 문제의 구조를 덧셈, 곱셈, 비례적 추론 등을 활용하여 해석하기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상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과 추론할 수 없는 것을 탐구하고, 형식적으
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 다단계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학적
지식 개발하기
- 금융 맥락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수학 지식을 사용하
는 것을 발달시키기
- 수학적으로 상황을 모델링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형식적인 수학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결과 표
현하기
- 적절한 개념, 방법, 기술 선택하여 익숙하지 않고 비정형적인 문제에 적용하기

문제 해결과 각각 유사하다. 또한, 영국 수학학

디지털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었

습프로그램에서의 유창성 발달은 우리나라 2015

다. 즉 코딩 교육의 근본 목적은 프로그래머 양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제시된 ‘수학적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해 비즈니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와 유사하다.

스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있다는 것

한편, 영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이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5).

교육적 논의는 코딩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영국은 2014년을 ‘코드의 해(The

8. 미국의 수학교육

Year of Code)’로 지정하고,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초중고 필수 교과 과정으로 시행하였다.

미국은 주별로 수학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

영국에서의 코딩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코딩 기

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주가 Common Core

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알고리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이하, CCSSM)를

즘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 등의 능력을 종합

채택하고 이를 수정 또는 내용을 더하여 각 주

적으로 기르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 Standards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CCSSM은

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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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ndards for mathematical practice in CCSSM
수학 실천 규준
문제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

추상적으로,
양적으로
추론한다.
수학적으로
타당한 논의를
구성하며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평한다.

수학으로
모델링한다.

적절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정확성에
주의한다.

구조를 찾고
이용한다.
반복되는
추론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고 표현한다.

주요 강조점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문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결책에 대한 진입점을 찾는다. 주어
진 것, 제약 조건, 관계 및 목표를 분석한다. 해결책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추측을 하고
단순히 해결책을 시도하려고 뛰어들기보다는 해결 경로를 계획한다. 유사한 문제를 고려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특별한 사례와 단순한 형태의 문제를 시도한다.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과정을 변경한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문제 상황에서 양과 그 관계를 이해한다. 양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보완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관련된 문자에 대한 지시 대상을 조
사하기 위해 조작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 중지하고 문맥화하거나 탈문맥화(주어진 상
황을 추상화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상징을 조작하는 것)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명시된 가정, 정의 및 이전에 확립된 결과를 이해하고 사용한
다. 추측하고, 추측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진술을 논리적으로 진행한다. 상황을 사례로
분해하여 상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반례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결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응답한다. 데이터에 대해 귀납적으로
추론하고, 데이터가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여 타당한 주장을 한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일상생활, 사회 및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수학을 적용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중
요한 수량을 식별하고 다이어그램, 표, 그래프, 플로 차트 및 공식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
여 관계를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의 맥락에서 수학적 결과를 일상적으로 해석하고, 결과가 의미 있는지를 반영
하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용 가능한 도구를 고려한다. 이러한 도구
에는 연필과 종이, 구체물, 눈금자, 각도기, 계산기,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대수 시스템, 통
계 패키지 또는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다. 능숙한 학생은 자신의 학년이나
과정에 적합한 도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으므로, 각 도구가 도움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한계점을 모두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다른 사람들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다른 사람들과
토론에서 그리고 자신의 추론에서 명확한 정의를 사용하려고 한다. 등호를 일관되고 적절
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택한 기호의 의미를 기술한다. 주의 깊게 측정 단위를 지
정하고, 문제에서 양과의 대응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축에 이름을 붙인다. 효율적이고 정확
하게 계산하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정도의 정확도로 수치적인 답변을 표현한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패턴이나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자세히 관찰한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기하학적인 도형에서 기존 선의 중요성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선을
그리는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전체를 보기 위해 뒤로 물러설 수 있고 관점
을 전환할 수 있다. 대수식을 몇몇 개체의 혼합으로 보거나 단독인 개체로 보는 등, 복잡
한 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계산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보고, 일반적인 방법과 간편한 방법
을 모두 찾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수학적으로 능숙한 학생은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동시에 전체 과정을 관장한다. 그들은 중간 산출물이 합리적인가를 지속해서 평
가한다.

가들이 일관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CCSSM에서는 ‘수학 내용 규준(Standards for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

Mathematical

해해야만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Standards for Mathematical Practice)’을 함께 제

기술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연방 정부 차원의 교

시한다(CCSSI, 2010).9) 수학 내용 규준은 초등학

육과정을 개발한 것이 CCSSM이라고 볼 수 있다

교에서는 연산과 대수적 사고, 자연수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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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와 같이 제시하였다(P21, 2015b).

학교에서는 비와 비례 관계, 수 체계, 문자와 식,
기하, 확률과 통계, 함수 등의 영역별로 제시된
다. 고등학교에서는 수와 양, 대수, 함수, 모델링,
기하, 확률과 통계 등의 교과목별로 제시된다.
수학 실천 규준은 수학 내용 규준을 제시하기
에 앞서 독립적으로 제시되는데, 다음과 같은 8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
한다.

∙추상적으로, 양적(quantitatively)으로 추론한다.
∙수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구성하며 다른 사
람의 추론을 비평한다.

∙수학으로 모델링한다.
∙적절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정확성에 주의한다.
∙구조를 찾고 이용한다.
∙반복되는 추론에서 규칙적인 성질을 찾고 표
현한다.

P21
역량

CCSSM 수학 실천 규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

- 문제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
- 추상적으로, 양적으로 추론한다.
- 수학으로 모델링한다.
- 구조를 찾고 이용한다.

의사
소통/
정보
활용
능력

- 수학적으로 타당한 논의를 구성하며 다
른 사람의 추론을 비평한다.
- 정확성에 주의한다.
- 반복되는 추론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
고 표현한다.

ICT
활용
능력

- 적절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이상에서는 여러 국가의 최근 수학과 교육과
정을 살펴보았다. 여러 국가 중에서 ‘4차 산업혁
명’이라는 키워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

CCSSM의 8가지 수학 실천 규준의 주요 강조
점을 제시하면 Table 8과 같다.
CCSSM의 수학 실천 규준은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수학적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등의 교과 역량과 관련되는 강조점을
담고 있다. 또한 CCSSM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적절한 도구의 활용, 정확성에 주의, 구조 찾기,
규칙적인 성질 찾기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
한 항목들은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

ㆍ

에서는 ‘교수 학습 방법’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
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Table 9. P21 skills & Standards for mathematical
practice in CCSSM

Ⅲ장에서 살펴본 미국 국가 기관 P21에

서는 ‘21세기 역량’과 CCSSM의 8가지 수학 실
천 규준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Table

가는 2017년에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발표한
일본이다. 그 외의 여러 국가는 2016년 이전에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
명 시대’라는 키워드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
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
방하고 있다. 비록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들이 ‘교과 역량’, ‘수학적 과정’, ‘수학적
활동’, ‘핵심 아이디어’, ‘포괄적 역량’, ‘수학 과
정 역량’, ‘수학적 수월성’, ‘수학적 작업’, ‘수학
실천 규준’ 등으로 다양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
에서는 수학 내용과 더불어 수학적 역량을 강조
하고 있다.

9) 미국 수학과 교육과정은 CCSSI(2010)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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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국가 및 우리나라의 최

하면 Table 10과 같다.10)

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항을 정리
Table 10. Main emphasis of mathematics curriculum in many countries (1)
국가

한
국

일
본

싱
가
포
르

중
국

핀
란
드

주요 사항

∙ 수학교육 개선 방향: 역량 중심 교육과정
∙ 수학교육 목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및 기능 습득, 수학적 추론 및 의사소통, 다양한

현상의 수학적 이해,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 함양, 수학 학습의 즐거움, 수학의 유용성 인식
수학 내용 영역: (초등)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중학교)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수학 교과 역량: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창의·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수학교육 개선 방향: 수학과 인간과의 관계 및 수학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 STEM 교육의
기초로서의 수학 과목 강조, 통계 내용의 개선, 수학 교과에서 프로그래밍적 사고의 강조
수학교육 개정의 중점: 능동적 학습, 지식과 기능의 습득,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의 육성, 학습
능력·인간성의 함양
수학교육 목표: 수학적 활동의 강조, 수학적 사고방식, 기초적인 개념·원리·법칙의 이해, 현상의
수학화, 사건을 논리적으로 고찰하는 힘, 수학적 표현, 수학적 활동의 즐거움, 수학의 장점 인식,
수학을 생활이나 학습에 활용, 문제해결 과정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태도
수학 내용 영역: 수와 식, 도형, 측정(함수), 데이터의 활용
수학교육 목표: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개념과 기능을 획득, 인지적 기능과 메타인지적 기능의
발달,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
수학적 개념(내용 영역): 수, 대수, 기하, 통계, 확률, 해석
기능: 수치 계산, 대수 처리, 공간 시각화, 자료 분석, 측정, 수학적 도구 사용, 추정
태도: 수학과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수학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한 이해, 수학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자신감, 문제해결에서의 끈기
메타인지: 추론 의사소통 연결성, 적용·모델링, 사고 기능·발견술
수학교육 개선 방향: 모든 이를 위한 수학, 문제해결 과정의 해석과 적용을 허용하는 수학적
모델링, 순수 수학 및 응용 수학의 문화적 가치, 수학의 실세계 적용, 인간 발달의 중요성, 수학의
기술적 속성, 수학과 계산기(컴퓨터)의 연관성
수학교육 목표: 기본 원리(기초 지식, 기초 기능, 기초 아이디어, 기초 활동 경험)의 추구, 수학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등의 함양
- 기초 아이디어: 수학적 추상화, 수학적 추론,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아이디어
수학 내용 영역: 수와 대수, 공간과 도형, 통계와 확률, 종합과 실천
수학 핵심 개념: 수 감각, 기호 감각,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기하 직관, 자료 분석, 연산 능력, 추론
능력, 모델링 사고, 응용 의식, 창의적 의식
수학교육 개선 방향: 포괄적 역량, 현상 기반 학습
포괄적 역량: 사고 및 학습 역량, 문화 역량, 상호작용과 표현 역량, 자기 관리 역량, 다중 리터러시
역량, ICT 역량, 직무 역량, 참여 및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 역량
- 사고 및 학습 역량 (수학교육 관련): 추론 및 직관, 탐구, 개방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협업,
반성적 사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 비평적 분석, 놀기 게임 학습 신체적 활동
- 다중 리터러시 역량(수학교육 관련): 비판적 사고, 언어 시각 청각 숫자 기호의
이해, 다양한 표현 방식의 이해
현상 기반 학습: 학생들에게 밀접한 실세계 현상을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
수학 내용 영역: 사고력, 수와 연산, 대수, 기하와 측정, 정보 처리 소프트웨어 통계 확률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창의성 등을 전학년에서 명시

∙
∙
∙
∙
∙
∙
∙
∙
∙
∙
∙
∙

ㆍ

ㆍ

∙
∙
∙
∙
∙

∙
∙
∙

ㆍ
ㆍ
․ ․ ․ ․
․

․ ․

10) 우리나라의 최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였다.
2018, Vol. 28, No. 4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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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ain emphasis of mathematics curriculum in many countries (2)
국가

독
일

주요 사항

∙강조점: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교육의 방향: 학생의 자기인식, 사회적 책임, 행동과 실천
∙범교과 역량: 언어 역량, 미디어 역량
∙수학 내용 역량: 수와 연산, 크기와 측정, 공간과 형태, 방정식과 함수, 데이터와 확률
∙수학 과정 역량: 수학적 논쟁,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표현, 수학의
상징적·형식적·기술적 요소들의 사용, 수학적 의사소통

호
주

∙교육의 방향: STEM, 빅데이터, 학제 간 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디지털 기술
∙교육과정의 3대 역량: 문해 소양, 수리 소양, 핵심교과지식
∙교육과정 일반 능력: 문해 소양, 수리 소양, ICT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적·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간문화적 이해
- 수리 소양: 수로 어림하고 계산하기,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사용하기, 분수·소수·백분율·
비와 비율의 사용, 공간 추론의 사용, 통계 정보 해석하기, 측정의 사용
수학 내용 영역: 수와 대수, 측정과 기하, 통계와 확률
수학 핵심 아이디어: 수학적 수월성(이해, 유창성, 문제해결, 추론)

∙
∙
∙수학교육 목표: 수학의 기초에 유창함, 개념적 이해 개발, 정확한 지식의 상기와 적용, 수학적 언어를
영
국

미
국

사용한 수학적 주장 전개, 정당화 및 증명, 관계와 일반화 추측, 조사 방식에 따른 수학적 추론,
학생 자신의 수학을 적용한 문제해결
수학 내용 영역: 수, 대수, 비·비율·변화율, 기하와 측정, 확률, 통계
수학적 작업: 유창성 발달, 수학적 추론, 문제 해결
코딩 교육 강조: 논리적 사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

∙
∙
∙
∙수학 내용 규준: (초등) 수와 연산, 측정과 자료, 기하, (중학) 비례 관계, 수 체계, 문자와 식, 기하,
확률과 통계, 함수, (고등 교과목) 수와 양, 대수, 함수, 모델링, 기하, 확률과 통계
∙수학 실천 규준: 문제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함, 추상적으로 그리고 수량적으로

추론함, 수학적으로 타당한 논의를 구성하며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평함, 수학으로 모델링함, 적절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함, 정확성에 주의함, 구조를 찾고 이용함, 반복되는 추론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고 표현함
특이 사항: P21의 21세기 핵심 역량과 수학 실천 규준의 연결

∙

V.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 방향
탐색
이 장에서는

Ⅲ장과 Ⅳ장에서의 논의들을 기

반으로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 방향에 대해 탐색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주요 사항 중심으
로 하고 미래 시대 수학 및 수리과학의 모습을
조망한 NRC(2013), AAS(2016)의 논의를 참고하
여,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에서 중요할 것으로 강
조되는 키워드들(keywords)을 선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선정한 키워드들은 Figure 4에 제시되어

하고자 한다.

있다.

1. 미래 수학교육의 틀 및 목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Ⅲ

미래 시대 역량( 장 참고) 및 여러 국가의 최근

이와 같이 선정된 키워드들을 유목화하고 배
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수학교육의 틀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래 시대 수학교육
의 틀을 제시하면 Figure 5와 같다.

Ⅳ

의 수학과 교육과정( 장 참고)과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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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영역, 미래 시대 수학교육 실천 전략 등
으로 구성된다. 또한 미래 시대 수학교육의 주요
영역은 수학 핵심 내용(key content, core content),
미래 수학 주제(future age math themes), 수학적

ㆍ

역량, 사회 정서적 역량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
성하였다. 수학 핵심 내용은 수론, 대수,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학 등으로 구성되며,
Figure 4. Keywords for exploring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미래 수학 주제는 공간,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수학적 역량은 추론, 문

ㆍ

제해결, 의사소통, 모델링, 창의 융합 등으로,

ㆍ

사회 정서적 역량은 공감, 책임감, 수학 가치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수학교육의 주요 영역으
로 설정한 수학 핵심 내용, 미래 수학 주제, 수
학적 역량, 사회·정서적 역량 등과 일관성을 유
지한다는 관점에서 미래 수학교육의 목표를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ure 5. Framework of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미래 시대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존
재하게 될 시대이며, 따라서 현재까지의 수학교
육에서 강조되던 사항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 시대에서는 매우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시대에 더욱 강조될 주제나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미래 시대 주제나 역량은 새롭게
설정된 것도 있으며, 현재에는 언급되는 정도이
지만 미래 시대에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도 있으며, 현재까지 강조되었던 것처럼 지속적
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래 시대 수학교육의 틀
은 수학교육의 비전과 목표, 미래 시대 수학교육
2018, Vol. 28, No. 4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
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

•미래

수학 주제인 공간, 빅데이터, 프로그래

밍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수학적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모델링 역

량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
적으로 사고한다.

•수학

학습자로서 공감 능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르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한다.

또한 미래 시대 수학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더
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학적 역량, 공감 역
량, 창의성 등을 중심으로 ‘수학적 역량과 공감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미래 수학교
육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래 수학교
육의 주요 영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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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NRC(2013)는 ‘확률 및 통계적 마인드 갖기’를
수학 핵심 내용은 수학의 핵심을 이루는 수학

미래 수학을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기초 지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핵심 내용으

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

로서 수론, 대수,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

분을 차지하는 정보는 통계학적 정보이고 전례

분학 등을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까지의 수학교

없는 데이터와 컴퓨터의 접근의 결과로 빅데이

육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진 수학 지식을 포함

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

하며, 수학교육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과 미래 시

은 통계적 과정과 분석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

대에 필요한 수학 내용을 학교수학에서 선도적

할 필요가 있다.

으로 다루는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할 수

미래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기능 등의 수학 핵심 내용을 다룰 때, 틀에 박힌

있다.
미국의 국가 연구 기관인 NRC(2013)는 2025년

정형화된 절차의 수행 보다는 개념적 이해가, 그

의 수리과학(Mathematical Sciences)의 모습을 조

리고 결과적 지식 보다는 과정적 지식이 더욱

망하였는데,

수학(core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시대에는 컴퓨

mathematics)’은 초·중·고·대학 수준의 수학교육에

터가 정형화된 수학의 절차를 모두 수행할 것이

서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며 결과적 지식을 모두 기억 장치에 담을 수 있

핵심 수학은 현대수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

을 만큼 발달할 것이다.

미래

시대에도

‘핵심

심적인 기초 및 고급 순수수학 이론을 의미한다.

현재에도 WolframAlpha, PhotoMath 등의 앱에

핵심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핵심 수학이 전체

서 대수적 절차 수행, 방정식의 해 구하기, 함수

학문 분야를 연결시키고 시스템을 유지시켜 주

의 그래프 그리기 등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수행

는 공통분모이자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 시대의 학생들

(NRC, 2013).

은 이러한 앱보다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을 활용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에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하게 될 것이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

할 분야에 대하여 Gravemeijer, Stephan, Julie,

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수적 절차나 그래프

Lin, & Ohtani(2017)은 수론(number theory)을 설

그리기 등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기계가 제

정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수론은 미래 사회

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의미있

에서 실용적인 활용도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는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수론은 수 체계, 수의 성질과 관계, 특수한

다.

가분성

미래 시대에는 수학의 핵심 내용과 함께 ‘미래

(divisibility)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수론에서 다

수학 주제’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 역량의 함양

루는 내용은 코딩, 해킹, 전자상거래 암호 및 보

이 함께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강조되

안 등과 같은 디지털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

어 온 수학의 핵심 내용을 지도하되, 어떤 내용

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

을 선택하여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가에 대

하였다.

한 심층적인 논의가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들(삼각수,

제곱수,

완전수,

소수),

통계는 현재의 수학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중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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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수학 주제

서 ‘공간’이라는 용어는 초등학교 도형 영역과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에서 제시되고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나 우리나

미래 시대에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라의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공간에

수학 관련 주제들을 ‘미래 수학 주제’로 설정하

대한 교수 학습의 폭과 깊이는 다소 미흡하며,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미래 수학 주제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공간,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이다.

있다.
Gravemeijer, Stephan, Julie, Lin, & Ohtani(2017)
은 미래 시대에 3D 이미징과 3D 프린팅의 발달

가. 공간

로 인해 수학교육에서 공간 기하의 중요성이 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수학 주제로서의

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간에 대한 학습

공간은 공간적 추론, 시각화 능력, 이미지 사고

은 디지털 이미지가 더욱 중요시되는 미래 시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간적 추론은 3차원의

에 여러 분야에서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대상에 대해 사고하고 제한된 정보로부터 3차원의

미래 시대 수학교육에서는 공간에 대한 교수 학

대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습을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

‘공간’에 대한 능력은 미래 시대의 사회 변화

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

를 탐색한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주

나. 빅데이터

요 인지적 역량 중의 하나로 시각화(visualization)
를 제안하였다(WEF, 2016a). WEF에서는 시각화

미래 세대가 주로 다루게 될 대상 중의 하나

를 어떤 것을 이동하거나 또는 어떤 것의 일부

는 빅데이터이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양

를 이동하거나 재배열한 후에 어떻게 보일 것인

의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미래 시대에는 과

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학, 공학, 의학, 비즈니스 및 국방 분야 등의 다

Danesi(2016)는 공간적 추론이 디지털 시대의 수

양한 학문 분야에서 복잡한 계산 시뮬레이션과

학교육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거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의 분석에 더욱

였다. ‘디지털 갤럭시(digital galaxy)’가 아날로그

의존하게 될 것이다(NRC, 2013). 미래의 4차 산

세계보다 훨씬 더 우세할 미래 시대에는 공간적

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빅

추론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양식의 이해가 종이

데이터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AAS, 2016).

에

인쇄된

양식의

이해인

‘인쇄

인지(print

cognition)’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공간에 대한 학습은 수학교육에서 오래 전부

빅데이터는 학술적 데이터에서 일상 데이터까
지, 공공적이고 개방적인 데이터에서 개인적 데
이터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질 것이다.

NCTM,

미래 시대의 모든 구성원은 항상 일정 부분 데

1989). 중국, 싱가포르, 독일, 호주 등의 수학과

이터를 다루며 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교육과정에서도 공간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은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

는 기술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해석할 수

터

강조되어

왔다(Freudenthal,

2018, Vol. 28, No. 4

1973;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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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기계와

빅데이터가 미래 시대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

의 소통은 기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

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

된다. 코딩이란 기계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기

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계의 논리에 따라 기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일

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관련성을

종의 기계의 언어이다. 코딩 능력은 기계로 둘러

인식하고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내릴 수 있는

싸인 미래 시대에서 제2의 언어로 작용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다(NRC, 2013).

프로그래밍을 최근의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수학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근본적인 언어

명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프로그

를 제공한다. 수학은 빅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래밍을 체험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할 것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과

을 제안하였다(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래밍 교육의 목적은 코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

있게 한다.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에서는 빅데이

며, 학생들이 컴퓨터에게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

터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에게 빅데이터

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체험하면서 이후에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방안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빅데이터에 대

로 요구되는 힘으로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기

한 개념적 이해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실

르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文部科学省,

2017a). 또한 프로그

제 데이터를 포함한 프로젝트 기반의 실세계 응

코딩은 수학교육에서 1990년대부터 그 의미가

용을 갖는 ‘빅데이터 과제(Big data tasks)’를 제

강조되어 온 프로그래밍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과제는 보통 ‘데이

프로그래밍 활동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 지

터로 가득 채우기(awash with data)’, ‘데이터 이

식을 절차적 지식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서,

동(data moves)’, ‘데이터 성질(data properties)’의

학생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적용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The Open University,

여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의미 있는 논리적 사

2017).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실

고 활동이다(Na, 2000). 프로그래밍에서의 오류

제 데이터를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수정 활동은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 도구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활용될 수 있다. 오류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양한 시각화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생성하고

일어나고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의 호기심을 따르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생
자신의 수학적 사고와 그것을 절차적 형태의 프

다. 프로그래밍

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성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래밍 활동은 학생이

미래 시대의 개인 및 집단에게 핵심적인 주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반성함으로써 더 높은 수

중 하나는 코딩이다(Davis, 2015). 코딩이란 기계

준으로의 수학적 사고 발달을 모색하는 반영적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기계의 논리에 따라 기계

추상화 활동에 기여한다(Shin & Ryu, 1998). 또

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일종의 기계의 언어이다.

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기계가 더욱 발달된 미래 시대에는 인간이 기계

있는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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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기

학적 역량은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모델링,

계에게 명령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 융합 등이다.

ㆍ

의미있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프

가. 추론

로그래밍’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
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수학적 개념을 이해

추론은 인간의 사고 활동에서 근본적이면서

하고 수학적 성질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의 추론 역량은

(Ministry of Education,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

수학적 추론, 논리적 추론, 수학적 추론, 비판적

서의 이러한 제안은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

사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로 구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프로그래밍을 통

추론은 우리나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하여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활동도 있다. 예를

에서 설정한 교과 역량 중의 하나이면서 내용

들어, Kim, Na, Lee, Lee, & Kwon(2018)의 중학

영역의 성취기준,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교 교과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각형

등 여러 부분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스

그리기’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컴

며들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추론

퓨터 명령어를 이용하여 거북이가 정다각형이나

역량은 또한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핀란드, 독일,

별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고 컴퓨터로

호주, 영국, 미국 등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학 교과서에 실려

핵심적 역량으로 강조된다( 장 참고).

ㆍ

Ⅳ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활동은 그 자체로

추론 역량은 여러 수학교육계 내부뿐만 아니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의 프로그

라 수학교육계 외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국제

래밍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미래 수학

기관에서도(P21, 2015a; UNESCO, 2015; WEF,

교육에서는 더욱 창의적인 수학 내 외적 산출

2016a) 미래의 필수 역량으로 주장되고 있다(

물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래밍 활동을

장 참고). WEF(2016a)에서는 논리적 추론, 수학

경험하도록 다룰 필요가 있다.

적 추론, 비판적 사고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ㆍ

Ⅲ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4. 미래 수학적 역량

비판적 사고는 논리와 추론을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방법, 결론, 접근 방식 등의

본 연구에서 상정한 미래 수학적 역량은 우리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21세

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그 동안 강조해왔

기의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던 ‘수학적 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필수적인 학습 혁신 역량으로 강조되었다. 수학

and Technology, 2011)’이나 ‘수학 교과 역량

교육 공동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논리적 추론,

(Ministry of Education, 2015)’의 연장선상에 있다.

수학적 추론, 비판적 사고 등을 21세기 필수 역

동시에 미래 시대에 특히 더 필요할 것으로 주

량과 핵심 직무역량으로 설정한 것은, 4차 산업

장되는 측면들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방식으로

혁명 시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시대에 추론 역

미래 수학적 역량의 포괄 범위를 양적으로 질적

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미래 수

이와 같이 미래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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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는 추론 역량을 실체적으로 구현하

확장은 원래 문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

기 위해서는 적극적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우리

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여러 부분에서 추론

예를 들어 수학 내의 여러 영역들을 연결하는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

문제 만들기, 그리고 수학과 다른 학문 분야의

에서 추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내용들을 연결하는 문제 만들기 활동을 생각할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교과서와 수학 수업에

수 있다. 또한 ‘문제 발견하기’는 빅 데이터나

서의 추론 교육의 양적 확장과 질적 개선 방안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패턴, 경향성, 규칙성 등을 관찰하여 새로운 수

나. 문제해결

학적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문제 만들기 및 문제 발견하기 활동은

문제해결은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학생들의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능력이며, 2015 수학과 교

수학적 수준에 토대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흥미

육과정에서도 교과 역량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문제해결 역량

람직하다.

은 또한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핀란드, 독일, 호

복합적 문제해결 역량은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주, 영국, 미국 등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매

환경에서 새롭거나 잘못-정의된 문제를 해결하

우 강조되는 핵심 역량이다( 장 참고). 또한, 문

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WEF, 2016a). 미래 시대

제해결 역량은 여러 국제기관에서도(P21, 2015a;

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명료하게 분석하고 재구

UNESCO, 2015; WEF, 2016a, 2016b) 미래의 필

조화한 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수 역량으로 제안되고 있다( 장 참고).

를 스스로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Ⅳ

Ⅲ

미래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 역량은 수학교

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 시대에 인간이 직면해

육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문제해결의 질적 확

야 할 대부분의 문제는 새롭고 불분명하고 복합

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기계화, 자동화, 인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 역량은 문제해결, 문제

공지능, 초연결 사회 등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

만들기 및 문제 발견하기, 복합적 문제해결, 협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통적 경계들

력적 문제해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붕괴하거나 흐려지면서, 미래 시대의 인간은

문제 만들기와 관련하여, 2015 수학과 교육과

현재까지 접해 보지 못한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

정에서는 원래 문제를 제시하고 제시된 원래 문

를 접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

제의 조건들을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여 새

아낼 수 있어야 한다(Ministry of Science, ICT

로운 문제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Ministry of

and Future Planning et al., 2017). 인간이 풀어야

Education, 2015). 미래 시대 수학교육에서는 문

하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기계와 차별

제 만들기 활동을 질적인 측면에서 확장할 필요

적이거나 기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핵

가 있으며 더불어 ‘문제 발견하기’까지 나아갈

심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문제 만들기 활동의 질적

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

468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은 둘 이상의 인간이 문

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는 토론의 대

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지식, 기술, 노력을

상이 되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반성

끌어내고 이해와 노력을 공유하는 과정에 효과

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수정할 수 있다. 이 과정

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

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다듬고

다(OECD, 2013; Song, Choi, Lim, & Park, 2015).

연결하며, 보다 나은 수학적 이해를 하게 된다.

미래 시대에서 인간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매

학생들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언어를

우 새롭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발하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개인보

의사소통하게 되는 수학적 아이디어는 보다 복

다는 집단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잡해지고 추상화되므로 의사소통의 도구와 방법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은 ‘공유된 이해를 수립하

의 레퍼토리가 점점 정련될 필요가 있다.

고 유지하기’,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

한편, 수학적 의사소통은 여타의 의사소통과

하기’, ‘팀을 조직하고 유지하기’와 같은 하위 역

마찬가지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으로 해

량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OECD, 2013).

석할 수 있다. 수학적 의사소통에서 말하기는 학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교육은 다소 정형

생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학적인 용어와 기호를

화되고 고착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제해결의 풍부한 의미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듣기는 수학적 상황에

미래 시대의 수학교육에서는 문제 만들기 및 문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쓰기

제 발견하기, 협력적 문제해결, 복합적 문제해결

는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나 문제해결 과정을 수

등을 포괄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적적으로 구현

학적 용어, 기호, 식 등의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읽기는 수학적 용어
나 기호를 활용하여 기술된 내용을 읽고 수학적

다. 의사소통

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라. 모델링

강조되어 온 역량이며, 미래 시대에서도 지속적
으로 강조되어야 할 역량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미래 시대에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핀란드, 독일, 호주, 미국

보도구가 모든 수학적 계산과 복잡한 수학적 절

등의 여러 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적

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Wolfram

인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국제 기관에

(2010)은 ‘컴퓨터가 모든 수학적 절차를 수행할

서도(OECD, 2005; P21, 2015a; UNESCO, 2015;

때 우리는 어떤 수학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

WEF, 2016b) 미래 시대의 필요 역량으로 그 중

문을 제기하였다. Wolfram(2010)은 수학이 적용

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과

가능한 곳을 인식하기, 실제적인 문제를 수학적

Ⅲ

Ⅳ장 참고).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공유하

문제로 번안하기, 수학 문제해결의 결과를 해석

고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하고 평가하기 등과 같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으

사람들과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

로 수학교육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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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Gravemeijer et al.(2017)도 ‘적용하기/모델

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링하기’를 21세기 정보 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어야 한다.

역량 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수학적 모델링 역량은 현재에도 싱가포르, 중

수학적 모델링의 정의와 단계에 대해서는 여

국,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NCTM

강조되는 핵심적인 역량이다( 장 참고). 우리나

(1991)에서 제안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살펴보

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 문제해

기로 한다. NCTM(1991)에 따르면 수학적 모델링

결 능력 함양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중의 하

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나로 수학적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미래 시대의

① 실세계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현상 속에 내재
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을 찾기

② 중요한

요인들의 관계를 추측하고 그 요인

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형식화하여 현상
에 적합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기

③ 수학적

모델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수학적

결과를 얻기

④ 현상에

맞도록 그 결과를 재해석하여 결론

을 도출하여 실세계 현상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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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에서는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안
된 모델링을 더욱 발전시켜 학생들이 의미있는

ㆍ

모델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교수법을 탐색함으로써 학교 현장
에서의 적극적 구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ㆍ

마. 창의 융합

창의성은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중국, 핀란드, 호주, 미국 등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역량이다. 창의성은

한편, 수학적 모델링은 빅데이터의 이해 및 시

또한 OECD(2018), P21(2015a), UNESCO(2015),

뮬레이션(computation)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

WEF(2016a, 2016b) 등의 여러 국제 기관에서도

는다.11)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미래 시대 핵심 역량으로 주장된다.

으로써 모든 현상을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모델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

링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컴퓨테이션 능력을 활

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

용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은 모든 분야에서 활

하게 산출하고 정교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용되고 있다(NRC, 2013; AAS, 2016). 빅데이터가

있다(Park, Lee, Park, Kang, Kim, & Lim, 2015).

거대한 양과 속도로 쌓여가는 미래 시대에는 그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는 유창성(fluency), 유연성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미래 시대의 수학교

(flexibility),

육에서는 학생들이 빅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등이 있다. 유창성은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통해 새

해결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독창성(originality),

정교성(elegance)

으로,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 옳은 답을 얼마
11) ‘컴퓨테이션’은 수학적 지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 계산이나 문자 계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NRC, 2013). 본 연구에서는 ‘computation’을 ‘계산’이 아닌 ‘컴퓨테이션’으로 표기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한 수치적 계산을 의미하는 용어인 ‘calculation’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컴퓨터(computer)가
계산기(calculator)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
럼, 컴퓨테이션(computation)은 계산(calculation)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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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이 제시하는가와 관련된다. 유연성은 정형

털화와 컴퓨터화(computerization)가 수학에 영향

화된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다른

을 미치고 반대로 수학이 컴퓨터화의 방식에 영

범주의 수학적 아이디어와 해답을 얼마나 많이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대의 융합 교

산출하는가와 관련된다. 독창성은 다른 사람들과

육에서 수학은 더욱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

는 다른 독특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해결 방

다(Gravemeijer et al., 2017).

법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정교성은
기존의 수학적 아이디어에 세부사항을 추가하거

ㆍ

5. 미래 사회 정서적 역량

나 변형하여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Park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정서적 역량은 수학

창의성의 하위 요소 중에서 미래 시대의 필수

학습에 대한 정서적 측면과 관련되는 동시에 4

역량으로 더욱 부각되는 것은 유연성과 독창성

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감성

이다. WEF(2016b)에서는 ‘인지 유연성(cognitive

지능 및 영감 지능(Schwab, 2016)과 관련된다. 본

flexibility)’을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결합하거나

연구에서는 사회 정서적 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묶기 위해 서로 다른 규칙들을 생성하거나 사용

서 공감, 책임감, 수학 가치를 설정하였다.

ㆍ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미래 인간의 주요 역
량 중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미래 시대의 기계와

가. 공감

차별화되는 인간의 고유 역량에 대해 연구한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t

공감 역량은 다른 사람의 수학적 사고를 인식

al.(2017)에서는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과

하고 존중하는 역량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수

‘비판적 상황 해석력’을 강조하였다( 장 참고).

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여 의사소통과 타협을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은 창의성의 유연성과

통해 공동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발단을 제

관련되며, 비판적 상황 해석력은 창의성의 독창

공한다.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학 교과 역량 중의 하나인 태도 및 실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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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융합 역량은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

에서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을

험을 연결하거나 수학과 다른 교과나 실생활의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은 공감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역량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한국 사회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는 탈북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인구

의미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NRC(2013)

구성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

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등을 융합할 때 그 모

다(Joo et al., 2016;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든 것의 핵심이 되는 위치에 수학이 존재한다고

Education, 2017). 따라서 자기 자신과 어떤 측면

주장하였다. 미래 시대에는 STEM 능력을 필요

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타인의 수학적 사고와

로 하는 직업이 더욱 많이 등장할 것이며, 따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욱 중요

서 수학은 학생들에게 STEM으로 진입할 수 있

해질 것이다.

ㆍ

는 출입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테크놀로지와

공감 역량은 WEF(2016a)에서 미래 시대의 핵심

디지털화가 더욱 증대되는 미래 시대에는 디지

역량으로 강조한 ‘능동적 청취(active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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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with

뢰를, 독일에서는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others)’과 관련된다. 능동적 청취는 다른 사람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의 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발달,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수학을

말한 요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적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자신감, 문제해결에서의 끈

절하게 질문하고 부적절한 시간에 다른 사람을

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장 참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응(coordi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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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Gravemeijer et al.(2017)은 수학교육이 미래 사

협응은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관

회를 위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킬 수 있을

련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까를 논의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적극적인 시민으

공감 역량은 OECD(2003)에서 설정한 핵심 역
량 중의 하나인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와

로서의 생활에서 수학을 다룰 때 자기 의존감과
자신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도 관련된다. OECD(2003)에서는 다원적 사회에

책임감 역량은 WEF(2016a)에서 강조한 ‘능동

서 다양한 것을 취급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적 학습(active learning)’ 및 ‘자기 자신 및 타인

공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타인과 원만한 관

모니터링하기(monitoring self and others)’와 관련

계를 유지하고 팀을 짜서 협동하면서 학습하며,

된다( 장 참고). 또한, WEF(2016b)에서는 미래

팀원들간의 충돌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시대 교육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네스코(UNESCO,

통한 사회 정서적 학습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2015)에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역량’

감정 처리 능력을 개발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을 제안하면서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이해관계

능력을 키움으로써 일관성과 도전 정신을 키울

의 파악을 강조하였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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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역량은 OECD(2003)에서 설정한 핵심
나. 책임감

역량 중의 하나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및
OECD(2018)에서 변환적 역량의 하나로 제안한

책임감 역량은 자신의 수학 학습에 대한 책임

‘책임지기’와도 관련된다. OECD(2003)에서는 복

감 및 자신감,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수

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할

학 학습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갖기, 수학 학

필요성, 권리를 실행하고 책임질 필요성, 자신의

습에서 생산적인 실패 두려워하지 않기, 수학에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대한 흥미, 수학 학습의 즐거움 등을 포괄하는

또한, 책임감 역량은 UNESCO(2015)에서 설정

역량이다.

한 ‘존재하기 위한 학습 역량’ 및 ‘행동하기 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의 현행 수

한 학습 역량’과 관련된다(UNESCO, 2015). ‘존재

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하기 위한 학습 역량’에서는 자신감, 가치 확립,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교

스트레스 대응능력, 자기표출과 대화능력 등을

과 역량 중의 하나인 태도 및 실천 역량에서 자

강조하였으며, ‘행동하기 위한 학습 역량’에서는

주적 수학 학습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

책임감, 자아 존중감, 끈기, 위기대응 능력 등을

는 수학적 활동의 즐거움을, 중국에서는 수학에

강조하였다.

대한 태도를, 핀란드에서는 학생 자신의 관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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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 가치

시대에도 인류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인류 문명 발전을 선도하는 교과가 될 것이다.12)

수학 가치 역량은 수학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
학의 여러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긍

VI. 맺는 말

정적 태도를 기르는 역량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의 현행 수
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의 가치 인식을 강조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 중의
하나인 태도 및 실천 역량에서 수학의 가치 인
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학의 유용성 인식을 수
학교육 목표 중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일본에
서는 수학의 장점 인식과 생활이나 다른 교과
학습에 수학을 활용할 것을, 중국에서는 수학의
문화적 가치 및 수학의 실세계 적용을, 싱가포르
에서는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 및 수학의

Ⅳ

아름다움과 힘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장 참고).

수학의 가치는 크게 정신도야적 가치, 유용성
가치, 문화적 가치 등으로 제안되고 있다. 수학의
정신도야적 가치는 수학이 인간의 정신 능력을
도야하고 신장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학의 유용성 가치는 수학이 인간의 사회생
활이나 학문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이 더욱 급속한 속도로 발전할 미래 시대에
는 수학을 기초로 하는 분야가 더욱 증가할 것
이며, 정보통신, 금융, 산업, 국방, 환경 등의 분

본 연구는 지능화, 초연결 사회, 인간과 기계
의 협업 구도, 가상화 등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시대 수
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출발점에 위치해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미
래 수학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구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하고 지난한
작업이 요구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학 교실에서 다루는 상당
수의 수학 문제들, 그리고 성취도 검사나 대학수
학능력시험 등에서 다루는 상당수의 수학 문제
들은 WolframAlpha나 PhotoMath 등과 같은 앱을
실행하면 기계가 단 몇 초 내에 답을 제시해 주
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다. 현재에도 공학적 도
구가 이와 같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래에
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더욱 발전된 공학적 도구
가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수학의 핵심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
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학교수학 내용을 전면적
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야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수학의 문화적 가치는 수학이 인류가 오랫동
안 발전시켜 온 지적 문화유산인 동시에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수학은 미래

는 미래 시대에 인류가 직면할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미래 수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들을 반영하여, 미래 학교수학의 핵심 내용을 선

ㆍ

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 세계 여러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의 강조점, WEF(2016b)에서 제안한 사회 정서적 학습 방법, The Open University(2014, 2015, 2016,
2017)에서 제안한 혁신 교수법 등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미래 수학교육 실천 전략 10가지를 설정하
였다. 설정된 미래 수학교육 실천 전략은, 논쟁 학습, 맥락 기반 학습, 크로스오버 학습, 체화 학습, 과정
중심 평가, 프로젝트 학습, 탐구 학습, 협력 학습, 도구 활용 학습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
들 실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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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고 설정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교육의 방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수학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 수립에 기틀로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편, 미래 시대의 수학 교사 전문성과 관련하

추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

여, 미래 시대에는 교실에서의 수학 교사의 역할

대를 대비한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에 기본 토대

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의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수학적 지식을 알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문

고 있는 교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

헌연구 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토대로 진행되

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습

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시

공동체로서 기능할 미래 시대의 교실에서 수학

대 수학교육의 방향은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자

교사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안내하고 활성화

들의 심층적 논의를 토대로 탐색된 것이다. 따라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수학

미래 시대의 수학 교실은 학생들이 더욱 발전

교육의 틀과 구성 요소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제

된 공학적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물

안된 것이며, 실제적인 수준에서의 구체성은 미

리적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

흡하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나
성인보다 훨씬 유연한 능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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