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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수학교육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
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 저널이 처음 발간된 1963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남짓 7개의 국내 전
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4559편의 논문
을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수학교육 연구는 1990년
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주제 측면에서 국내
수학교육 연구는 수업 및 지도 방안,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 등의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된 반
면에 교육공학 및 교구, 평가에 대한 연구는 별반 연구되지 않았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국내 수학교육 연구는
분석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연구대상의 측면에서는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과 후속 연구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ㆍ

핵심어: 연구 동향, 수학교육 연구, 문헌 검토
ABSTRACT.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in the field of mathematics education over the past decades shows that
there has been a steady growth in this field of research for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domestic research on mathematics education in terms of the publication
period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and target research population. In this respect, a total of 4559 research
articles dealing with mathematics education in seven professional journals published from 1963 to the present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on mathematics education has been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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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since the 1990s. With respect to the topics, studies on instruction and, learners’ abilities or characteristics
have been the most frequent.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research on assessment and technology, or manipulative
materials.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methods, analytic study of literature, case study, and survey have been most
frequently applied methods. With respect to the target research population, the main participants were either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conclusion, this paper identifi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on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research trends, research of mathematics education, review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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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Kim & Pang, 2017), 중등 수학(예, Park, 2003;
Park & Kim, 2011), 대학 수학(예, Kwon & Ju,

수학교육 연구는 그동안 하나의 독자적인 학

2003)으로 나누어 살펴보거나, 연구자의 관심 주

문으로서 발전해 왔다. 이는 수학교육 연구의 정

제를 중심으로 수학 교사교육(예, Sunwoo &

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할

Pang, 2019), 수학영재교육(예, Min, Yoo, & Ko,

수 있도록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의 노력을 축적

2011) 등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해 왔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는 공통적으로 특정한

과정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반

기간, 주제, 대상으로 한정된 연구라는 측면에서

성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지속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종합적인 맥락과 경향을

적으로

English와

확인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특정 주제에 대한 연

Kirshner(2015)는 제3판의 국제 수학교육 연구에

구는 해당 주제의 연구 동향과 성과에 대하여

대한 핸드북을 통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약 10

자세하게 고찰할 수 있는 반면에 해당 주제와

여 년간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고, 현재 당면한

다른 주제들과의 연결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수학교육 연구의 이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

있다. 드물게 Kwon & Ju(2003), Lee(2003) 등이

토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공동체가 함께 향

1963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진행된 논문의 동

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앞으로 필요

향을 분석하였으나, Kwon & Ju(2003)의 연구는

하거나 또는 해결해야할 연구의 과제를 공유한

‘대학

다는 데 의미가 있다.

Lee(2003)는 1963년부터 2003년까지 <수학교육>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수학교육’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63년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창

에 게재된 논문 486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수

간한 <수학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학

학교육 연구의 발자취를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술지를 통해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있으나 한 권의 학회지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행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수학

서 한계를 지닌다.

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며 그간의 연구 성과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

를 검토하는 노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역

서 진행된 수학교육에 대한 동향연구를 살펴보

사를 총망라하는 종합적인 동향 분석 연구를 진

면, 크게 수학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

행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연구

한 연구와 수학교육 연구 중 특정 대상이나 주

성과를 메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수학교육 연

제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예를

구의 실제적인 방향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상당

들어, 전자의 경우, Choi & Song(2001)이 국내

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수학교

는 국내에서 수학교육 연구에 대한 학술지가 처

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고, Park & Kim(2011)

음 발간된 196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학

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술지 <수학교육학연구>, <학교수학>, <수학교

의 수학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 분

육>, <초등수학교육>, <수학교육논문집>, <한국

석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학교육 연구를 학

초등수학교육학회지>,

교급에 따라 초등 수학(예, Kwon & Choi, 2008;

에 발표된 논문 총 4559편을 연구시기, 연구주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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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대부분의 수학교육 관련 동향연구는 분석 기간

를 통해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흐름을 체계적으

을 10년 이내로 한정하거나 10년이 넘는 경우라

로 조망하고,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 할지라도 최신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수학교육 연구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기를 1963년

의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터 2019년까지로 확장하여 50년 남짓의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둘째,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논문마
다 수학교육 연구를 분류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예를 들어, Kwon & Ju(2003)은 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수학교육 관련 동향연구를

주제를 ‘수학 교육과정, 교사교육, 교육공학, 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

업모형, 평가, 문제해결, 개념적 이해 분석’ 으로

방법,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관련 논문을 분석하

나누었고, Park & Kim(2011)은 PME 분류틀을

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각 기준별로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으며, Kwon & Choi(2008)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수업설계 및 방법,

ㆍ

첫째,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행연

평가, 교육공학 및 교구, 문제해결, 초등수학교육

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주로 10년 이내로 선정하

에 관한 일반연구,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및 능

였다(Table 1 참조). 예를 들어, Kim & Pang

력, 특수교육, 교사교육’의 9개의 주제로 분류하

(2017)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7

였다. Ha, Pang, & Ju(2010)는 Kwon & Choi

년간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초등수학교육 관

(2008)의 분류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일반연구,

련 논문 596편을 분석한 경우이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학습자의 인지적 정

ㆍ

ㆍ

의적 특성 및 능력, 수업 설계 및 방법, 평가, 교
Table 1. Periods and targets analyzed in the

의 하위주제를 설정하였고, Kim & Pang(2017)은

previous studies
연구자
Choi & Song
(2001)
Kwon & Ju
(2003)
Lee(2003)
Kwon & Choi
(2008)
Park & Kim
(2011)
Kim & Pang
(2017)

분석
기간
1990~
1999
1963~
2002
1990~
2000
1990~
2000
1963~
2003
2010~
2016

육공학 및 교구, 교사교육’ 7개의 대주제와 41개

분석대상
수학교육 관련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214편
국내외 대학 수학교육 관련
논문 147편
<수학교육> 논문 총 486편

Ha et al.(2010)의 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7
개 대주제와 45개의 하위주제를 설정하여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연구주제에 따라 정리한
결과, ‘수학 학습자의 본질과 능력’, ‘학습자의

ㆍ

정의적 영역’,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초등수학교육 논문 235편

및 능력’처럼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외 중등수학교육 논문 382편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주제들이 있었다. 이

초등수학교육 논문 596편

에 중복되는 주제들을 요목화하여 Table 2와 같
이 7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
구에서는 Kim & Pang(2017)의 분류기준을 반영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진행된
2019, Vol. 29, No. 4

하여 연구주제를 일반연구, 교육과정에 대한 연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방정숙 선우진 조선미 이유진 김은경 김윤영 박예진 김경훈 황지남 이하늬

구, 학습자에 대한 연구, 수업에 대한 연구, 평가

(2017)에서는 연구방법을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

에 대한 연구, 교육공학 및 교구에 대한 연구,

구, 혼합연구로 나눈 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하위기준에 따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때 연
구자마다 각 연구방법의 하위기준을 조금씩 다

Table 2. Research topics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주요 주제
연구자
Choi & Song
(2001)
Kwon & Ju
(2003)
Kwon & Choi
(2008)
Ha et al.
(2010)
Park & Kim
(2011)
Kim & Pang
(2017)

르게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Kim, Bae,
Kim, Lee, & Choi(2014), Kim & Pang(2017) 등은

일
반
연
구

교
육
과
정

√ √
√
√ √
√ √
√
√ √

학
습
자

수
업

평
가

√ √
√
√ √
√ √
√ √
√ √

√
√
√
√
√
√

교
육
공
학

√
√
√
√
√
√

교
사
교
육

양적연구의 하위요소를 조사연구, 인과연구, 상
관연구,

실험연구로 분류한 반면에 Park &

Kim(2011)은 양적연구에 발달연구를 추가하였다.

√
√
√
√
√

또한 Park & Kim(2011), Kim & Pang(2017) 등은
질적연구의 하위기준에 내용분석을 포함하였는
데, Park & Kim(2011)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
합연구와는 별도로 철학적-교수학적 분석연구를
추가함으로써 질적연구의 내용분석과 구별하였
다. 이와 같이 연구자마다 연구방법을 분류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양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

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는 경향이

리한 학회 연보(Song, Pang, Lim, Kang, Kang, &

있었다(Table 3 참조). 예를 들어, Kim & Pang

Kwon et al., 2013)를 토대로 연구방법에 대한 분

Table 3.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e previous studies
연구방법
문헌 연구

Kwon & Choi(2008)

Park & Kim(2011)

교수학적 분석연구

철학적-교수학적
분석연구

Kim et al.(2014)

조사연구

조사연구

인과연구
양적 연구

양적 연구

상관연구

Kim & Pang(2017)

인과연구
양적 연구

실험연구

상관연구
실험연구

발달연구
내용분석

내용분석

사례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질적 연구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병행연구

민족지학적연구

사례연구
질적 연구

민족지학적연구

실행연구

실행연구

근거이론

근거이론

혼합 연구

혼합 연구

혼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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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석틀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

는 Table 4와 같다.

방법에 제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행연

Table 4.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to be
analyzed per journals

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주로 교사, 학생, 교사와
학생(혼합),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다만 연

순

학술지명

논문 수(편)

구자마다 교사나 학생을 분류하는 세부 기준에

1

수학교육학연구

857

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교사’는 주로 현

2

학교수학

701

3

수학교육

884

4

초등수학교육

295

직교사와 예비교사로 분류하였지만(예, Ha et al.,
2010; Kwon & Choi, 2008) 경우에 따라 방과후

5

수학교육논문집

839

교사나 영재교사와 같은 기타 교사를 추가하기

6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390

도 하였다(예, Kim & Pang, 2017). 다음으로 ‘학

7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생’은 주로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초등, 중등,

합계

593
4,559

대학 또는 동일한 학교급에 대해서는 저학년, 중
학년, 고학년 등으로 자세하게 분류하는 경향이

분석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다음

있었다(예, Kim & Pang, 2017; Kwon & Choi,

과 같다. 먼저 각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2008). 그 외에 드물게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따

연도별로 엑셀파일에 정리하였다. 이때 Table 4

라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Ha et

에 제시한 학술지는 모두 수학교육 연구 논문을

al.(2010)은 학년에 따라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게재하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업 성취 및 능력에 따라 영재아, 일반아, 부진

일차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이 초등이

그러나 1963년부터 1980년대에 발표된 <수학교

나 중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우선 학교급 별로

육>의 경우, 수학교육 연구보다 수학 개념이나

연구대상을 나눈 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교사,

증명 등을 제시하는 수학 자체에 대한 논문도

학생, 교사와 학생(혼합), 기타의 틀을 수정 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학술지에 게재된

완하여 연구대상을 분석하였다.

논문 중 기초수학 또는 응용수학에 대한 논문,

ㆍ

수학교육보다는 과학교육 또는 컴퓨터교육에 가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까운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기준
1. 분석대상
가. 연구시기
본 논문에서는 196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
내 수학교육 전문 학술지 7종에 게재된 논문 총

본 논문에서는 1963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4559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시기로 설정하였다. 다만 연구 동향을 분석

선정한 학술지는 2019년도 기준 KCI 등재(후보)

하는 과정에서 연구시기를 1년, 5년, 10년 단위

지에 해당하며, 각 학술지별로 분석한 논문의 수

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연구시기에 따른

2019, Vol. 29, No. 4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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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교차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Kim & Pang(2017)이 국내 초등

역사적 흐름과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수학교육 연구를 분류한 기준을 토대로 크게 일

노력하였다.

반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학습자의 인
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 수업 및 지도 방안,

나. 연구주제

평가, 교육공학 및 교구, 교사교육으로 총 7개의

Table 5. Research topics
순

1

대주제

일반연구

· · ·

교육과정 및
2

교과서 분석

학습자의
3

하위주제
수학교육에 대한 동향연구
수학교육학이론(인식론, 학습이론, 철학 등)에 대한 연구
수학사에 대한 연구
수학 개념 지식 용어 기호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일반연구(동향, 변화, 이론 등)
수학 개념 및 용어에 초점을 둔 분석 연구
지도 방안에 초점을 둔 분석 연구
교과서 활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기타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이론, 성차, 지역, 학습양식 등)
학습자의 수학적 감각(직관, 수감각, 공간감각 등)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지식 개념 이해에 대한 연구
(형식적 비형식적 지식, 오개념 및 오류, 일반화, 인지과정 등)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연구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의융합, 정보 처리)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및 신념에 대한 연구
(자신감, 가치, 성향, 리더쉽 등)
기타
수업 일반(관련 이론, 인식, 실태, 요소)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지식 및 기능 신장에 초점을 둔 수업 연구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의 융합 능력 등) 신장에 초점을
둔 수업 연구
수업 과제(활동) 및 프로그램의 개발/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놀이, 게임, 수학일지,
프로젝트 등)
수학 교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
(교실문화, 규범 등)
기타
평가 일반(관련 이론, 방향성, 관점 등)에 대한 연구
평가 방법(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등) 개발 및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평가 문항 및 기준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
평가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기타
교육공학 및 교구에 대한 일반연구(이론, 동향, 관점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계산기의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교구(연결큐브, 조작 자료 등)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기타
교사교육에 대한 일반연구(관련 이론, 동향, 관점 등)
교사의 수학 개념 이해 및 지식에 초점을 둔 연구
교사의 신념 및 가치 등에 초점을 둔 연구
교사의 수업 실행 및 분석/비평에 대한 연구
예비교사 양성 및 현직교사의 교육에 대한 연구

·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

·

· ·

·

수업 및
4

5

지도 방안

평가

교육공학 및
6

7

교구

교사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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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를 설정하였다. 이후 Kim & Pang(2017)에

Tak, Ku, Kang, & Lee(2014)가 표본 개념에 대하

서 분류한 각 대주제의 하위기준 중 유사한 주

여 역사 발생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일반연구’

제끼리 묶어 하위주제를 보다 큰 범주로 재구성

중 수학 개념 지식 용어 기호에 대한 분석

하였다(Table

연구로 코딩하였다.

5

참조).

예를

들어,

Kim

&

ㆍ ㆍ ㆍ
ㆍ

Pang(2017)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셋째,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

및 능력’에 대한 연구를 학습자의 문제 해결에

에 대한 연구이다. 이 주제는 논문에서 학습자의

대한 연구, 학습자의 추론에 대한 연구,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

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등으로 상세히 분류하

서,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 학습

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습자의 수학적 역

자의 수학적 감각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지식

량에 대한 연구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하위기

개념 이해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

준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

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및 신념에

여 방대한 양의 논문을 코딩할 때 신뢰도를 높

대한 연구,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 중 학습자의

이고자 하였다. 각 연구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수학적 감각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직관, 수감

은 다음과 같다.

각, 공간감각 등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그리고

ㆍ

ㆍ

첫째, 일반연구는 주로 수학교육의 이론을 검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토하거나, ‘일반연구’를 제외한 그 외 연구주제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능력 자체나 그 과정

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수학교

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서, Cho &

육에 대한 동향연구,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론·학

Park(2008)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문제 해결

습이론·철학 등과 같은 이론을 다룬 연구, 수학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ㆍ ㆍ ㆍ

사를 다룬 연구, 수학 개념 지식 용어 기호에
대한 분석 연구로 분류하였다.

넷째,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수업
및 지도 방안 자체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학습자

둘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이다. 구

의 지식이나 역량 등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적으로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일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함으

반연구, 수학 개념 및 용어에 초점을 둔 연구,

로써 지도상의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다. 구체

수학 내용의 지도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교과

적으로 수업 관련 이론이나 인식 등을 다룬 일

서의 활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기타로 분

반연구, 학습자의 지식 및 기능 신장에 초점을

류하였다. 이때 수학 개념 및 용어에 초점을 둔

둔 수업 연구,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을 신장하는

연구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수학 개

데 초점을 둔 수업 연구, 수업 과제 및 프로그램

념 및 용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서,

을 개발하는 과정 또는 그 실행 과정을 분석하

‘일반연구’의 하위주제 중 수학 개념 지식 용

는 데 초점을 둔 연구, 수학 교실의 사회 문화

어 기호에 대한 분석 연구와 구별하였다. 예를

적 환경에 대한 연구,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때

들어, Park(2011)이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

학습자의 지식 및 기능 신장에 초점을 둔 수업

학교과서에 기술된 용어가 적합한지 분석한 논

연구는 학습자가 수학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

문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 중 수학

는 데 주목적을 둔 수업 연구로서 학습자의 수

개념 및 용어에 초점을 둔 연구로 코딩하였고,

학적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수업 연구와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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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를 들어, Chang(2014)이 초등학교 2, 3학

의 양성 및 현직교사의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

년 학급의 담임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수

로 분류하였다. 이 중 교사의 신념 및 가치 등에

덧셈과 뺄셈의 대안적인 지도 방안을 연구한 논

초점을 둔 연구는 교사의 자아효능감, 선호도 등

문은 학습자의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주제이다.

둔 수업 연구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실행 및 분석/비평에 대한

다섯째, 평가에 대한 연구는 수학과의 평가에

연구는 교사교육의 일환으로서 연구자가 예비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이

사나 현직교사의 수학 수업의 사례를 분석하거

론·방향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 일반연구, 평가

나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스스로 비평하

방법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평

는 과정이나 결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네 번째

가 문항 및 기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

대주제인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와 구

평가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기타로 분류하

분하였다. 예를 들어, Kim(2016)이 예비교사와

였다. 그 중 평가 방법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현직교사의 수학 수업을 MQI이라는 틀에 따라

초점을 둔 연구는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과정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교사교육’

중심 평가와 같은 평가 방법을 새로 개발하거나

중 교사의 수업 실행 및 분석/비평에 대한 연구

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다룬 연구로서, 평가 문항

로 코딩하였다.

및 기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와 구별
하였다. 예를 들어, Cho(2007)가 초등학생용 서술

다. 연구방법

형 수행평가 문항 및 그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
발한 연구는 평가 문항 및 기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Song et al.(2013)이 분류한 수학교육학 연

여섯째, 교육공학 및 교구이다. 이는 수학과의

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Song et al.(2013)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컴퓨터, 계산기,

분석틀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구 등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하위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Table

공학 및 교구에 대한 일반연구, 컴퓨터와 같은

6 참조). 먼저 양적연구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공학 도구를 사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뿐 아니라 인과-비교연구, 상관관계연구 등이 있

이나 활용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 계산기의 활용

다(Jeon & Park, 2009). 이에 ‘기타 양적연구’라는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연결큐브 수모형과 같

하위기준을 추가하여 조사연구, 실험연구에 포함

은 교육용 교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둔

되지 않는 양적연구를 별도로 분류하였다.

ㆍ

ㆍ

연구,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질적연구의 하위기준을 수정하였다.

일곱째,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수학

Song et al.(2013)에 의하면, 질적연구에 속하는

과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

수업개발연구는 교수실험, 면담, 조사 등을 통한

구로서, 교사교육에 대한 일반연구, 교사의 수학

수업개발연구를 의미하고, 혼합연구에 속하는 개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지식에 초점을 둔 연구, 교

발연구는 수업이론의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자

사의 신념 및 가치 등에 초점을 둔 연구, 교사의

료·모형 등의 개발연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업 실행 및 분석/비평에 대한 연구, 예비교사

Song et al.(2013)의 기준에 따르면, 비교적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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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earch methods
연구방법

하위기준(Song et al., 2013)

수정안

수정된 하위기준

비평·종합·검토 연구

비평·종합·검토 연구

분석연구

분석연구

조사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양적연구

-

추가

사례연구

기타 양적연구
사례연구

수업개발연구

수정

개발연구

수업실천연구

수정

실천연구

-

추가

기타 질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혼합연구
개발연구

수정

기타 혼합연구
(예, 문헌·양적, 문헌·질적,
문헌·양적·질적)

규모의 개발연구는 질적연구의 하위에 포함되고,

그리고 질적연구의 하위기준에 ‘기타 질적연구’

큰 규모의 개발연구는 혼합연구의 하위에 포함

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전의 논문을

된다. 그러나 Woo, Jeong, Park, Lee, Kim, & Na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연구는 정성적인 방법

et al.(2006, p. 69)에 의하면 개발연구는 “수학 학

으로 자료를 분석했으나, 그것이 꼭 사례연구,

습 주제에 대한 단원이나 수업 계열 등의 개발

개발연구, 실천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

을 통해 수업 이론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는

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him(1980)은 수학 문

연구방법이다. 이에 Song et al.(2013)과 같이 개

제를 통해 발견학습을 지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연구를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로 나누어 구분하

연구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상세하게

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

논의하였으나 사례연구, 개발연구, 실천연구에

한 혼합연구는 기본적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해당하지 않아 기타 질적연구로 분류하였다.

방법이 모두 사용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Creswell, 2003), 모든 개발연구를 혼합연구의 하

라. 연구대상

위기준으로 포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학교급에 따라 크

하위기준으로 명명한 개발연구를 예비 설계 단

게 초등, 중등, 대학,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 교수 실험 단계, 회고 분석 단계에 따라 정

‘초등’과 ‘중등’에 대한 수학교육 연구의 대상을

성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경우로 한정하

각각 교사, 학생, 교사와 학생, 교육과정 및 교과

였으며, 그 외에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

서로 자세하게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분

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석 기준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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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arget research population
연구대상

초등

중등

대학
기타
해당 없음

하위기준
교사
학생
교사+학생
교육과정/교과서
기타
교사
학생
교사+학생
교육과정/교과서
기타
초등 예비
중등 예비
초등+중등, 초등+대학,
중등+대학의 경우
그 외 (초등, 중등, 대학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간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16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샘플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진
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주제에 대해 최소
83%, 연구방법에 대해 최소 85%, 연구대상에 대
해 최소 88%로 채점자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IV. 결과 분석
1. 연구시기별 동향 분석
연구대상 논문을 연구시기에 따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시기를 10년 단위로

3. 분석방법

구분할 때, 각 연구시기에 따른 논문의 수를 표
로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총 4559편의 논문 목록을 작성
한 후 각각의 논문을 앞서 제시한 네 가지의 분
석기준(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에 1회씩 표시하였다. 이
때 연구주제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경
우에는 0.5회씩 빈도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Kim, Moon, & Byun(2006)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
를 대상으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주제 ‘교사교
육’ 중 ‘교사의 수학 개념 이해 및 지식에 초점
을 둔 연구’와 ‘교사의 신념 및 가치 등에 초점

Table 8. Number of research papers per
publication period
연구시기

논문 수(%)*

1960년대(1963~1969)

62(1.36)

1970년대(1970~1979)

29(0.64)

1980년대(1980~1989)

51(1.12)

1990년대(1990~1999)

677(14.85)

2000년대(2000~2009)

1760(38.60)

2010년대(2010~2019.06)

1980(43.43)

계

4559(100.0)

* 백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을 둔 연구’에 각각 0.5회씩 코딩하였다. 다음으
로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따

Table 8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수학교육 연

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연구시

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논문의 수가 급격하게

기와 연구주제, 연구시기와 연구방법, 연구주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전에는

와 연구방법 등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수학교육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1963년부터 1980년

연구의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대까지 매년 10여 편의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었

이때 채점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코딩에

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에는 일부 연구자들을 중

앞서 각 항목의 코딩 기준에 대하여 연구자들

심으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를 정착하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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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Table 9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

그러나 사실상 1963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

대부터 현재까지 7개의 모든 주제에서 연구의

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수학교육 연구에 대한 이

빈도가 대체로 증가하였다. 연구시기별로 많이

해와 필요성이 확산되지 않은 편이었다. 당시

연구된 주제를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수학교육>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수학교

에는 주로 일반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육’에 대한 연구보다는 ‘수학’ 자체에 대한 연구

연구가 많았다. 이는 당시 연구자들이 국내 수학

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수학교육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거나 관련 이론을 검토

연구 논문 중에는 체계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

하는 연구, 또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초·중등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

Park(1970)이 국내 수학교육의 구체적인 구현 방

하는 연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안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Park(1989)이 폴리아의

것을 반증한다.

생애와 그 이론에 대하여 분석하는 등 국내 수

1990년대에는 수업 및 지도 방안, 일반연구,

학교육의 방향성이나 이론적 토대를 세우려는

교육공학 및 교구 등을 많이 연구하였다. 이를

노력이 있었다.

통해 당시 연구자들이 수업 및 지도 방안, 교육

한편 국내 수학교육 연구는 1990년대에 논문

공학 및 교구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교육과정 및 교

한 이유는 국내 수학교육 연구 학술지의 증가와

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도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구체적으로 1990년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1990년대에는 무

대에는 대한수학교육학회, 한국초등수학교육학

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에

회, 한국학교수학회 등이 새롭게 창립되면서 수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

학교육학을 다루는 학술지의 수가 증가하였고,

대에는 수학 수업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어

연구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학술지가 보다 세분

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컴퓨터를 활용

화되었기 때문이다(Pang, 2018).

한 공학 도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데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약 200편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00년대에는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된 논문의 수(1980, 43.43%)는 2000년부터

과 더불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

2009년까지 발표된 논문의 수(1760, 38.60%)보다

력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더 많다는 결과를 통해, 국내 수학교육 연구가 최

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동시에 학생들이 어

근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떻게 수학을 학습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ㆍ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수업 및 지도 방안에

2.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구체
적이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가.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

교수 관행(practices)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수학
수업 자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확산되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 Vol. 29, No. 4

기 시작하였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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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earch topics per publication period
시기
주제

1960년대

1970년대

17
6
(0.37)
(0.13)
20
11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0.44)
(0.24)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7
0
및 능력
(0.15)
(0.00)
8
4
수업 및 지도 방안
(0.18)
(0.09)
7
4
평가
(0.15)
(0.09)
3
2
교육공학 및 교구
(0.07)
(0.04)
0
2
교사교육
(0.00)
(0.04)
62
29
계(%)
(1.36)
(0.64)
* 백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일반연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12
(0.26)
12
(0.26)
4
(0.09)
10
(0.22)
7
(0.15)
5
(0.11)
1
(0.02)
51
(1.12)

148
(3.25)
69
(1.51)
89.5
(1.96)
162
(3.55)
76
(1.67)
103
(2.26)
29.5
(0.65)
677
(14.85)

254.5
(5.58)
206.5
(4.53)
353
(7.74)
446
(9.78)
116.5
(2.56)
214.5
(4.71)
169
(3.71)
1760
(38.60)

191.5
(4.20)
373
(8.18)
485.5
(10.65)
371
(8.14)
95.5
(2.10)
113
(2.48)
350.5
(7.69)
1980
(43.43)

629
(13.80)
691.5
(15.17)
939
(20.60)
1001
(21.96)
306
(6.71)
440.5
(9.66)
552
(12.11)
4559
(100)

(음영): 항목에서 빈도가 높은 상위 2개의 셀에 음영 표시함.

2010년대에는 수학 학습자에 대한 연구, 교육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약 21.96%), 학습자의 인

과정 및 분석, 수업 및 지도 방안, 교사교육을

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에 대한 연구(약

다루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20.60%),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

고 있었다. Table 9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대

(약 15.17%), 일반연구(약 13.80%), 교사교육에

에는 수학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와 비

대한 연구(약 12.11%), 교육공학 및 교구에 대한

교하여 더욱 급증하였다. 그리고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약 9.66%), 평가에 대한 연구(약 6.71%)의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국내 연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내 수

구자들 사이에서 수업 및 지도 방안을 실제로 구

학교육 연구는 수업 및 지도 방안, 학습자의 특

현해야 하는 수학 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

성 등에 관심이 높았던 반면에 교육공학 및 교

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교육과정 및 교

구,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과서 분석 연구의 비중이 다른 연구시기에 비해

는 것을 알 수 있다.

ㆍ

눈에 띄게 높았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각 연구주제별로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나 이와 관련된 교과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연구 중에는 수학 개념·

분석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식 용어 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약 6.39%로

ㆍ

가장 높았다. 예를 들어, Lee & Shin(2005)이 표
나. 각 연구주제별 하위주제에 대한 분석

본 및 표준편차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심도 깊게
분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학교

각 연구주제별로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Table

육학이론에 대한 연구(약 3.55%), 수학교육에 대

10과 같다.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수업 및

한 동향연구(약 2.47%), 수학사에 대한 연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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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by research topics
순

대주제

하위주제
수학교육에 대한 동향
수학교육학이론에 대한 연구
1
일반연구
수학사에 대한 연구
수학 개념·지식·용어 등에 대한 연구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연구
교육과정
수학 개념 및 용어에 초점을 둔 분석 연구
및
2
지도 방안에 초점을 둔 분석 연구
교과서
교과서 활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분석
기타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학습자의 수학적 감각(수감각, 공간감각 등)에 대한 연구
인지적·
학습자의 지식·개념·이해에 대한 연구
3
정의적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연구
특성 및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및 신념에 대한 연구
능력
기타
수업에 대한 일반연구
학습자의 지식 및 기능 신장에 초점을 둔 수업 연구
수업 및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 신장에 초점을 둔 수업 연구
4
지도
수업 과제 및 프로그램의 개발/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
방안
수학 교실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
기타
평가에 대한 일반연구
평가 방법 개발 및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5
평가
평가 문항 및 기준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
평가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기타
교육공학 및 교구에 대한 일반연구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공학
6
계산기의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및 교구
교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기타
교사교육에 대한 일반연구
교사의 수학 개념 이해 및 지식에 초점을 둔 연구
7
교사교육 교사의 신념 및 가치 등에 초점을 둔 연구
교사의 수업 실행 및 분석/비평에 대한 연구
예비교사 양성 및 현직교사의 교육에 대한 연구
계(%)
* 백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112.5
162
63
291.5
186
146
217.5
28.5
113.5
108
27
428.5
193
160.5
22
89.5
191.5
144.5
451.5
27
97
40
62.5
125.5
36.5
41.5
28
281.5
47
73.5
10.5
18
159.5
107.5
102.5
164.5
4,559

논문 수 (%)
(2.47)
(3.55)
629
(13.80)
(1.38)
(6.39)
(4.08)
(3.20)
691.5
(4.77)
(15.17)
(0.63)
(2.49)
(2.37)
(0.59)
(9.40)
939
(20.60)
(4.23)
(3.52)
(0.48)
(1.96)
(4.20)
(3.17)
1001
(21.96)
(9.90)
(0.59)
(2.13)
(0.88)
(1.37)
306
(2.75)
(6.71)
(0.80)
(0.91)
(0.61)
(6.17)
440.5
(1.03)
(9.66)
(1.61)
(0.23)
(0.39)
(3.50)
552
(2.36)
(12.11)
(2.25)
(3.61)
(100)
4559

(음영): 항목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셀에 음영 표시함.

1.38%)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 연구의

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 방안에

토대가 되는 수학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초점을 둔 분석 연구(약 4.77%), 교과서 및 교육

고찰과 더불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

과정에 대한 일반연구(약 4.08%), 수학 개념 및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어에 초점을 둔 분석 연구(약 3.20%) 등이 주

둘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
2019, Vol. 29, No. 4

로 연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과정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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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보다 국제 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추상화 과정 및 겉

교 연구가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uh &

넓이에 대한 이해를 자세하게 연구한 것과 같이

Shin(1996)은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학생의 오류, 인지 수준 및 과정 등을 심도 깊게

비교하였고, Choi & Sang(2015)은 우리나라와 미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국, 페루,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총 12개국

다음으로 수학적 역량에 대한 연구(약 4.23%)

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초등

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수학적 역량은 최근

수학의 공통적인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

럼 국내 연구자들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교육과

욱 강조되고 있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15),

정 및 교과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꾸준히

그에 따라 관련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교육과정 및 교과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연구 중에는 문제

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나아가 대안

해결과 관련된 논문이 많은데, 이는 수학교육에

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역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 대주제는 기타에 포함된 연구(약 2.49%)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논문들은 다른 하위주제

에는 문제 해결 이외에 창의 융합, 정보 처리

에 포함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의 연구들

등 다양한 역량에 대한 연구도 증가했다.

ㆍ

이다. 예를 들어, 수학의 이해가 과학의 학습에 미

그 외에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및 신념에 대한

치는 경향 분석 및 교과 연계성에 대한 연구(Suh,

연구(약 3.52%), 일반적 특성 연구(약 2.37%) 등이

Kim, Kim, Kim, Kim, & Chae, 2008) 등이 있다.

진행되었다. 그 중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및 신념

한편 교과서 활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지도 방안의 효과로

는 약 50년 동안 28.5편(약 0.63%)에 그쳤다는

써 학생의 수학적 성향이나 태도를 조사하는 연

점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

구가 많은 편이었다(예, Kim & Choi, 2006). 이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향후 학생의 정의적 태도 및 신념 자체에 대한

교사나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본래의 의도와 취

심도 깊은 연구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지를 살려 구현할 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

넷째,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수업

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자체에 대한 분석과

과제 및 프로그램의 개발/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

더불어 그에 대한 ‘활용’ 측면에 대한 관심이 더

(약 9.90%)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하

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주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였다. 다음으로,

ㆍ

셋째,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

학습자의 지식 및 기능 신장에 초점을 둔 수업 연

과 관련된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개념 이해에

구(약 4.20%),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 신장에 초점

대한 연구(약 9.40%)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을 둔 수업 연구(약 3.17%), 수업에 대한 일반연구

이는 전체 하위주제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약 1.96%)의 순으로 연구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비율이었다. 이 하위주제에 속한 논문을 살펴보

결과는 국내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면, 학습자가 특정한 수학 개념이나 원리 등을

직접 적용할만한 과제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실태를 조

실제적인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하거나, Hong & Kim(2011)이 수학적 모델링

시사한다. 관련 연구 중에는 Chang(2013)이 초등

ㆍ ㆍ

수학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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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가능성’을 지도하기 위한 수학 과제를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는 연구가

개발하고 설계하는 연구 등이 있다.

진행되기도 하였다(Lee, Kang, Ko, Lee, Shin, &

ㆍ

수학 교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

Lee et al., 2016).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과 평가

(약 0.59%)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데

의 통합을 강조하는 평가의 방향을 반영하고, 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수학적으로 의미 있

를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는 과제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학 수업을 개

사례를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으

여섯째, 교육공학 및 교구에 대한 연구 중에는

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Pang, 2004). 이러한 측

컴퓨터와 같은 공학 도구를 사용한 교육용 소프

면에서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트웨어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약 6.17%)가

개발과 더불어 교사들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구를 활용한

미 있는 수학 교실의 문화나 규범을 형성하고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약 1.61%), 계산기

있는지 등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과 고찰이

활용 관련 연구(약 1.03%) 등이 연구되었다. 그

필요할 것이다.

중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한편 위 주제에는 기타로 분류된 논문(2.13%)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

이 많은 편이다. 이는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용하여 중·고등학생에게 함수나 기하, 통계를 지

연구 중 하위주제로 분류하기에는 명확하지 않

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은 연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Lew & Yoon(2011)이 GS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칭을 이용한 문양의 음악적 표현을 중심으로

중학생에게 함수를 지도하는 방안을 탐색한 경

융합 교육을 지도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Shin,

우이다. 즉 교육공학 연구에서는 함수, 기하 등

Go, Na, & Sheen, 2016)등이 있다.

과 같이 학생들의 추론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다섯째, 평가에 대한 연구는 평가 문항 및 기
준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약 2.75%)의 비중이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
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수학 내용에

마지막으로 교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예비교

대한 평가 도구 뿐 아니라 수학적 역량이나 과

사의 양성 및 현직교사의 교육에 대한 연구(약

정에 대한 평가 도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3.61%), 교사의 수학 개념 이해 및 지식에 초점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Kim & Han(2018)

을 둔 연구(약 3.50%), 교사의 신념 및 가치 등에

이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

초점을 둔 연구(약 2.36%), 교사의 수업 실행 및

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분석/비평에 대한 연구(약 2.25%) 등이 주로 연구

그 외에 평가 방법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되었다. 즉 교사교육에 대한 일반연구(약 0.39%)

연구(약 1.37%), 평가에 대한 일반연구(약 0.88%),

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주제 4개가 비교적 고르게

평가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약 0.80%) 등이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비교사의 양성

연구되었다. 그 중 평가 방법의 개발 및 활용 연

및 현직교사의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예비

구에는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논

교사나 현직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

문이 많았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2015 개정

들 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전문성의

수학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과정 중심 평가에

신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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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최근 Kang, Tak, & Ko(2016)는 수학교육

Figure 2는 각 연구방법마다 하위기준의 비율이

전문가-현장 교사-예비교사가 함께하는 수학수업

연구시기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프로 나타

연구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사례를 연구하였다.

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는 1963년부터 2000년대 초반

3.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

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이다. 특히 논문
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가. 연구시기별 연구방법의 변화

는 분석연구가 전체 연구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Park(1995)이 우리나라의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방법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Figure 1

학교수학 용어에 대해서 의미론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은 196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시기를 대략 5

2000년대에는 문헌연구 중 비평·종합·검토 연

년 단위로 나눈 후 각 연구시기별 논문의 비율

구의 비율이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다. 예를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1960

들어, Lee(2000)가 선진국의 수학교육 동향을 검

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문헌연구가 전체 연구

토한 후 이를 토대로 국내 수학 교육과정의 흐

중 약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름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경우이다. 이는 국내 연

그리고 2000년대에는 문헌연구의 비중이 점차

구자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의

감소한 반면에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의

연구 방향을 모색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이전에

둘째, 양적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

는 주로 문헌연구의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

지 점차 증가했으며, 현재는 전체 연구의 약

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

25%를 차지한다. 그 중 조사연구는 1990년대부

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터 201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
는 그 시기에 학습자와 교사의 지식, 신념 등을
조사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된 것과도 관련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실험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에 그 이후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강조되면서 연구의 결과를
양적인 수치와 통계적인 검정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연구의 결과를

Figure 1. Percentage of research methods by
publication period

정량적인 결과와 더불어 정성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셋째,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유사하게 1990

연구시기별 연구방법의 변화를 연구방법의

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

하위기준까지 자세히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였다. 특히 사례연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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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연구

2) 양적연구

3) 질적연구

4) 혼합연구

Figure 2. Detailed research methods by publication period
고,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전체 연구의 약

으며, 대체로 수업 모형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20%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연구는 2000년대 초

검증하기 위해 그 결과를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반에 전체 연구의 약 15%의 비율까지 증가하였

자료로 동시에 분석할 때 활용되었다.

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10% 이하로 그 비중이

나. 각 연구방법별 하위기준에 대한 분석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다양한 수학
교육 이론을 실제 수업으로 접목하여 다양한 지

국내 수학교육 연구를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

도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활발

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결과

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수학교육 연구

를 살펴보면, 문헌연구(약 37.88%), 질적연구(약

에서 수업이나 평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

28.69%),

발’하는 연구가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29%)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

넷째, 혼합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

과를 통해, 국내 수학교육 연구에서는 정량적 연

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이 다른 연구방

구 방법 보다는 정성적 연구 방법이 많이 활용

법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혼합연구는

되고 있으며, 특히 분석연구나 사례연구의 비중

현재 전체 논문 중 약 1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

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ㆍ

고 있다. 주로 양적 질적 혼합연구로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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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연구(약

23.14%),

혼합연구(약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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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및 능력에 대한 연구(약 10.16%), 수업

Table 11. Result by research methods
연구
방법

하위기준
비평·종합·검토
연구
분석연구
조사연구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실험연구
기타
사례연구
개발연구
실천연구
기타

질적
연구
혼합
연구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약 4.67%)에서 사용되었

빈도(%)

다. 특히 조사연구는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
373 (8.18)
1354 (29.70)
424 (9.30)
346 (7.59)
285 (6.25)
696 (15.27)
393 (8.62)

1727
(37.88)

성 및 능력을 조사하는 연구, 교사교육에서 교사
의 지식이나 인식 등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주로

1055
(23.14)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J. Kim(2017)은 함수적

1308
(28.69)

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지

96 (2.11)
123 (2.70)
284 (6.23)
185 (4.06)

469
양적·질적
(10.29)
기타 혼합
계(%)
4,559 (100)
* 백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음영): 빈도가 높은 상위 2개의 셀에 음영 표시함.

사고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함수
를 제작한 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
고 교사교육 연구 중에는 Yang & Lee(2019)가
중등교사들이 대학 수학에 가지는 인식과 지식
을 조사하였다. 즉 조사연구는 학생이나 교사의
지식, 신념 등을 대규모로 조사하기 위한 실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험연구는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둘째, 양적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인지적·정의

많이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지식이

Table 12. Result by research methods & topics
연구방법

A

· ·

B

D

E

35
9
63
20
(0.77)
(0.20)
(1.38)
(0.44)
553
26.5
155
88
분석연구
(12.13) (0.58)
(3.40)
(1.93)
29
196
28
37
조사연구
(0.64)
(4.30)
(0.61)
(0.81)
2
101.5
165
9
양적연구
실험연구
(0.04)
(2.23)
(3.62)
(0.20)
4
165.5
20
35.5
기타
(0.09)
(3.63)
(0.44)
(0.78)
6
285
137
17
사례연구
(0.13)
(6.25)
(3.01)
(0.37)
7
15
194
51.5
개발연구
(0.15)
(0.33)
(4.26)
(1.13)
질적연구
3
18.5
36
5.5
실천연구
(0.07)
(0.41)
(0.79)
(0.12)
4
13.5
37.5
16
기타
(0.09)
(0.30)
(0.82)
(0.35)
12
84.5
103
18.5
양적 질적
(0.26)
(1.85)
(2.26)
(0.41)
혼합연구
36.5
24
62.5
8
기타 혼합
(0.80)
(0.53)
(1.37)
(0.18)
계(%)
A:일반연구, B: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C: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F:교육공학 및 교구, G:교사교육

비평 종합 검토

문헌연구

·

196
(4.30)
384.5
(8.43)
11
(0.24)
2
(0.04)
3
(0.07)
5
(0.11)
3.5
(0.08)
5
(0.11)
7
(0.15)
0
(0)
12
(0.26)

C

* 백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F

G

33
(0.72)
86.5
(1.90)
9
(0.20)
40.5
(0.89)
9.5
(0.21)
73.5
(1.61)
101
(2.22)
15.5
(0.34)
30
(0.66)
20.5
(0.45)
21.5
(0.47)

17
(0.37)
60.5
(1.33)
114
(2.50)
26
(0.57)
47.5
(1.04)
172.5
(3.78)
21
(0.46)
12.5
(0.27)
15
(0.33)
45.5
(1.00)
20.5
(0.45)

빈도(%)
373 (8.18)
1,354 (29.70)

1,727
(37.88)

424 (9.30)
346 (7.59)

1,055
(23.14)

285 (6.25)
696 (15.27)
393 (8.62)
96 (2.11)

1,308
(28.69)

123 (2.70)
284 (6.23)
185 (4.06)

469
(10.29)

4,559 (100)
및 능력, D:수업 및 지도 방안 E:평가,

(음영): 항목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셀에 음영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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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을 신장하기 위한 지도 방안 및 프로그

4. 연구대상별 동향 분석

램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

질적연구는

가. 연구시기별 연구대상의 변화
수업

ㆍ

및

지도

방안(약

8.87%),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

연구시기별 연구대상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약 7.28%)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Table 13과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사례연구는 질적연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1963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초등과 중등을 연구

차지하는 연구방법으로, 수학교육 연구의 여러

대상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

주제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Lee(2018)

학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초등과

가 등비급수 과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생각과

중등 또는 초등과 대학, 중등과 대학을 혼합한

표현 방식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Jeong &

연구 등은 약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Choi(2014)가 등호 개념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증가하였다. 각 대상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

지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등 학습자나 교사의

면 다음과 같다.

지식, 개념, 이해나 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Table 13. Target research population by

개발연구는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공학 및 교구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지식이나 역량을 신장하기
위하여 약 한 단원 분량의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Jung & Lee(2019)가 집단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설계 및 개발한 연
구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공학 및 교구에 대한
연구에서는 B. Kim(2017)이 중학교 3학년을 대
상으로 이차함수와 그래프, 대푯값과 산포도를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수학 학습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공학 및 교구를 개발하
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넷째, 혼합연구는 전반적인 비중이 그다지 높
지 않다. 주로 양적·질적 혼합연구가 많았으며,
수업 및 지도 방안(약 3.63%),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약 2.38%)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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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period

대상
시기
1963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
-1999
2000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19

계

혼합
초등 중등 대학 초·중등 대학
연계

19
(0.57)
6
(0.18)
12
(0.36)
114
(3.42)
178
(5.35)
268
(8.05)
372
(11.17)
343
(10.30)
1312
(39.41)

26
(0.78)
16
(0.48)
22
(0.66)
241
(7.24)
259
(7.78)
278
(8.35)
319
(9.58)
281
(8.44)
1442
(43.32)

0
(0)
1
(0.03)
1
(0.03)
34
(1.02)
44
(1.32)
69
(2.07)
104
(3.12)
106
(3.18)
359
(10.78)

0
(0)
0
(0)
1
(0.03)
28
(0.84)
28
(0.84)
24
(0.72)
42
(1.26)
38
(1.14)
161
(4.84)

0
(0)
0
(0)
0
(0)
2
(0.06)
8
(0.24)
5
(0.15)
17
(0.51)
23
(0.69)
55
(1.65)

* 백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음영): 빈도가 가장 높은 셀에 음영 표시함.

계

45
(1.35)
23
(0.69)
36
(1.08)
419
(12.59)
517
(15.53)
644
(19.35)
854
(25.65)
791
(23.76)
3,329
(100)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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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등 대상의 연구는 1963년부터 1980년
대까지는 별반 없었으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예비교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ㆍ

ㆍ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현

마지막으로 초 중등 또는 대학과 초 중등을

재까지 연구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함께 연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비교적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초등 대상의 연구가 매우

1990년대부터 여러 집단을 혼합하여 연구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경우가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학과 초

의 하위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등을 연계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

1990년대 이전까지는 초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

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연구대상에 대한 범

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이

위를 넓히고 각 대상들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

후부터는 초등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가 크게 증

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ㆍ

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초등학생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초등(예비)교사에 초점을 둔 연구

나. 각 연구대상별 하위기준에 대한 분석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등 대상의 연구도 초등 대상의 연구와 마찬

연구대상의 하위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가지로 196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Table 14와 같다.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중

그리고 특히 1963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초등보

등 대상의 연구(약 31.63%), 초등 대상의 연구(약

다 중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다는 것을

28.78%), 대학 대상의 연구(약 7.87%), 초·중등

알 수 있다. 중등 대상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

또는 대학이 혼합된 연구(약 4.74%)의 순으로 높

면, 1990년대 이전에는 중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

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 대상의

서를 중심으로 수학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는 내

연구는 공통적으로 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 교육

용이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중 고등학생

과정 및 교과서에 초점을 둔 연구, 교사에 초점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

을 둔 연구 등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ㆍ

고 2000년대에는 일반 중등학생 뿐 아니라 특성

각 연구대상별로 분석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

화고 또는 과학고 학생 등과 같이 학생을 더 세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

분화한 연구도 확산되었다.

구는 전체의 약 28.78%였다. 이 중 학생을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으로 한 연구가 약 15.40%,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를 분석한 연구가 약 8.60%,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예

연구가 약 2.83%,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비교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거시적

한 연구가 약 1.25%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학

인 담론이 연구의 주목적이었던 반면에 2000년

교육 연구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대부터 현재까지는 예비교사들의 수학 내용 및

는 대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그 외

교수법에 대한 이해, 인식, 신념 등을 조사하는

에 영재학생, 다문화 학생 등과 같은 다양한 학

연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이

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전에는 예비교사를 교육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

Jang & Koh(2009)가 다문화 학생들이 수학학습

램 등에 관심이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구한 사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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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습자의 특성이나 능력 등

중등 학생에 대한 연구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일

에 따라 일반학생에게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특

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반 이상이었다.

수하거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다룬 연구는 Shin &

데 의미가 있다.

Cho(2018)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정적분의
정의가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는지 분석하는
것처럼 특정 수학 내용에 초점을 둔 교과서 분

Table 14. Results by research subjects

석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대상

하위 기준

논문 수(%)
129(2.83)
702(15.40)
57(1.25)
392(8.60)

사에 대한 연구와 중등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

초등

교사
학생
교사 학생 모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그 외

32(0.70)

의 약 7.87%를 차지하였다. 이 중 중등 예비교사

계

1312(28.78)

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약 5.68%, 초등 예비

교사

140(3.07)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약 2.11%라는

·

학생
교사 학생 모두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그 외
계
초등예비
중등예비
대학
초 중등예비 모두
계
초 중등교사
초 중등학생
초 중등
초 중등교과서
그 외
혼
합
초등, 대학
대학
중등, 대학
연계
초 중등, 대학
계
해당 없음
계

·

·

·

·

·
·

·

845(18.53)
63(1.38)
359(7.87)
35(0.77)
1442(31.63)
96(2.11)
259(5.68)
4(0.09)
359(7.87)
31(0.68)
56(1.23)
66(1.45)
8(0.18)
19(0.42)
34(0.75)
2(0.04)
216(4.74)
1230(26.98)
4559(100)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초등 예비교

초중등 예비교사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로 전체

점에서, 국내 연구에서는 초등보다 중등 예비교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더 많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과 중등, 또는 초등과 대학, 중등과
대학 등 서로 다른 연구대상을 혼합한 연구(약
4.74%)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Kwak

&

Kim(2018)은 초등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수학
적 신념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Kang et al.(2016)
은 전문가와 현직교사, 예비교사로 구성된 수학
수업 공동체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다양

ㆍ

한 대상을 혼합한 연구들은 초 중등 수학학습

ㆍ

의 연계성을 다지고, 예비 현직교사들 간의 일
관되고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차원
에서 향후 더욱 활발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 백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다음으로 중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약 31.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V. 결론 및 제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약 18.53%), 교육과정

본 연구는 1963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년 남

및 교과서 대상의 연구(약 7.87%), 교사를 대상

짓 7개의 국내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4559

으로 한 연구(약 3.07%), 교사와 학생을 모두 대

편을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별

상으로 한 연구(약 1.38%)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로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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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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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

연구에서 각각 약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할 정

후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도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이다. 구체

담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

적으로 수업 및 지도 방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수

수업 과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

학교육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여러 학술지의 발

며, 이때 학습자의 지식 및 기능 신장에 초점을

간과 함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둔 수업 뿐 아니라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의 신

2000년대 이후에는 논문 형식 및 내용의 체계화

장까지 고루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 이루어지며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2010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에 관한

년대에는 연간 약 200여 편의 논문이 꾸준히 게

연구와도 유사하다. 학습자의 특성 및 능력에 대

재되고 있다. 연구시기에 따라 연구주제의 동향

한 연구 중에는 학습자의 지식 개념 이해에

을 분석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연구와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 학습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자의 정의적 태도나 신념 등에 대한 연구의 비

이루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논문 편수가 급

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두 연구주제는

증하면서 수학교육 연구의 주제가 수업 및 지도

각각 수업과 학습자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두었

방안,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

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밀접하게 상호보완

교육공학 및 교구, 교사교육까지 대폭 확대된 것

하며 심도 깊게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ㆍ

ㆍ

ㆍ ㆍ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연구방법에도

그러나 일부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문헌연구를

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제에만 관심이

주로 활용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연구주제의

집중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수업 및 지도

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양적연구, 질

방안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업 과제 및 프로그램

적연구, 혼합연구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

의 개발,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을 신장하기 위한

고,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문헌연구와 질적

수업 연구의 비중은 높은 편이었으나, 이러한 수

연구는 약 30%, 양적연구는 약 25%, 혼합연구는

학 수업이 실제로 적용되는 수학 교실의 사회

약 1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Figure 1 참조).

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리

연구대상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중등과 초

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2000

개념 및 용어, 지도 방안 등에 대한 분석 연구의

년대 이후에는 대학의 예비교사, 초등과 중등 혹

비중은 높은 반면에 실제 그러한 교과서를 활용

은 대학을 연계로 한 연구까지 그 범위를 넓혀

하는 실태나 인식을 다룬 연구는 별반 없었다.

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학교

수학의 교수 학습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육 연구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

주고받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Lampert,

음과 같다.

2001),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특정 현상을 깊이

ㆍ

ㆍ

첫째, 국내 수학교육 연구는 수학 교수 및 학

있게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 현상에 영향을

습의 측면에서 학문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와 학습자의 인

이에 수학 교수 학습 연구의 균형 잡힌 질적

지적 정의적 특성 및 능력에 관한 연구는 전체

성장을 위하여 관심 주제와 상호보완적인 연구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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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연구가 병행

주제로, 추론, 문제해결, 모델링 등을 수학적 역

되기를 기대한다.

량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내

둘째, 평가, 교육공학 및 교구 측면에 대해 연

연구에서는 교육공학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

구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연구주제별 동향을 분

은 편이지만, 향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학

석한 결과, 평가, 교육공학 및 교구에 관한 연구

교육에서 공학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연

는 전체 연구 중 약 10% 미만으로 다른 연구와

구할 필요가 있다.

비교하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Kim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공학 및 교구에

& Pang(2017)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초등

관한 연구 중에는 컴퓨터와 같은 공학 도구를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지적한 결과와

사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활용에 대

도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주제는 2000년

한 연구가 많다(Table 10 참조). 이러한 연구들은

대 초반 이후 연구의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

함수, 도형, 기하 등과 같은 일부 수학 내용을

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먼저 평가는 교육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확인하는 데 주목적을 두는데, 이는 정규 수학을

를 제공하고 교수 학습의 개선에 핵심적인 역

지도하는 과정에서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

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waffield, 2011).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그러나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이라는 점, 그

정을 계기로 과정 중심 평가 및 종합적인 수학

리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특정 차시나 내용

학습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에 한정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2015). 본 연구의 결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 이에 앞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실에

평가 문항 및 기준을 개발하는 데 연구가 집중

서 컴퓨터와 더불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학

된 경향이 있으나(Table 10 참조), 위와 같은 최

도구(예,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지도 방안, 그리

근의 방향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향후 수학과에

고 한 단원 또는 한 학년에서 일관되게 공학 도

서 과정 중심 평가를 현장에 실행할 수 있는 구

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폭

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도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넓게 연구해야 한다.

ㆍ

관심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과정 중심

셋째, 다양하고 적합한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

평가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 등을 함께 연구

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구주제가 세분

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화되고 확장되면서 연구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할

있었다. 문헌연구 중심에서 양적연구, 질적연구,

수 있는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혼합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연

한편 수학교육에서 컴퓨터나 공학기기를 사용

구방법의 편향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 수학교육에서 매우 중

문헌연구의 하위기준인 분석연구가 전체 논문의

요한 수학적 역량이다(Na, Park, Kim, Kim, &

2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부

Lee, 2018). 구체적으로 Na et al.(2018)은 여러

분 일반연구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대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강조하는 시사점을 중심으

연구로 이루어졌다. 이는 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

로 공간,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을 미래의 수학

구들이 주로 공식적인 문서에 치중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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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수 학습이 학생만을 대상

도안이나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등을 다양하게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

분석하는 연구가 함께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

있음을 시사한다(Kim, Kim, & Kwon, 2012).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다른 연구보다 사례연구

요가 있다(Kim et al., 2014; Kim & Pang, 2017).

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개발연구나

이를 통해 교사나 학생을 각각 연구할 때보다

실천연구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특히 개

교수 학습의 원리나 현상에 대한 더욱 심층적

발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 점차 그 비중이 감소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ㆍ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Figure 2 참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초등과 중등에서

조). 개발연구는 수학교육의 새로운 시스템이나

모두 학생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함께 분석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경우나 초등과 중등을 함께 연구대상으로 선정

수학교육 연구의 진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Kim,

한 경우, 초등과 대학 및 중등과 대학을 함께 분

2010). 이에 국내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수학교

석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2010년대에

육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들어서며 연구대상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점차

도구, 모형 등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향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초등

후 관련 연구가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과 중등 교사, 교사와 학생, 예비교사와 현직교

한편 혼합연구는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그 비

사를 함께 연구하는 등 서로 다른 집단의 대상

중이 낮은 편이었다. 혼합연구는 단일 연구방법을

을 동시에 포함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보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Johnson & Onwuegbuzie,

다. 이는 수학 교수·학습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2004), 엄밀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 혼합연구의

연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활성화는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발전에 긍정적

여러 집단을 연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수학교육 연구자

된다면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는

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방법의 다각화를 위해 노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력해야 하며(Kim et al., 2014), 타당한 연구방법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나아갈

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연구결과와 결론을 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7개의 국

출해야 할 것이다.

내 수학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넷째, 서로 다른 집단의 연구대상을 포함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연구된 국내 수학교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에 대한 분

육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석 결과 초등과 중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 및 시사점을

지한 연구대상은 학생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

제공하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하

정 및 교과서, 교사, 교사와 학생 순이었는데, 학

여 각 연구주제를 상세하게 분류하고 이를 선행

교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등과 중등에서 그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비율과 경향성이 유사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에 각 연구주제별로 수학교육의 역사를 심도 깊

이를 통해 학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자가 연

게 살펴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구대상에 대해 갖는 관심도는 유사하다는 것을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부족하나마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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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의

knowledge and skills in elementary mathematics.

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수학교육 연구가 양적

School Mathematics, 17(1), 119-134.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지선, 상경아(2015). 국제 공통의 초등 수

ㆍ

학 내용 요소 추출. 학교수학, 17(1), 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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