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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수학적 역량 중 하나로 <인공지능 수학> 교과를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란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유기적·위계적 집합체로서의 새로운 역량
개념이다. 이를 정의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 분석과 고찰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고, 먼저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속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역량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공지능 수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목표’ 역량을
디지털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을 구조화함으로써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수학적 역량, 디지털 역량,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프레임워크, 인공지능 수학
This study proposes a mathematical competence network for the subject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The proposed competence network is a new concept of competence as an organic and hierarchical aggregate of
mathematical competencies. To define this, the research used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and review as a main
research method and reviewed the relationship and properties among the elements constituting mathematical
competence. Next, the research reviewed the meaning of digital competence and specified digital competence as
the goal competence to be develo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Finally, the research explored the
digital competence framework which was the core idea of the study. The mathematical competence net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was then created by making a mathematical competence network and structuring
the six mathematical competencies of the 2015 amended curriculum around the network. The new framework
is expected to serve as a key standard for implementing competence-based educ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Keywords: mathematical competence, digital competence, mathematical competence network,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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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근 10년간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적 변화를 나타내는 많은 지표가 있었다. 놀라울 정도의 과학ㆍ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혜택의 기쁨
도 잠시, 이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
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 미지의 직업이 생길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WEF, 2016) 그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누군가는 이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러한 집단 중 하나가 교육 분야 종사자
임은 분명하다. 외부에서는 늘 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육계는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이 ‘역량 교육(Competence-based
Education)’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량 교육은 근대적 지식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대
안으로 등장했으며 현장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Park et al., 2019, p. 3). 하지만
Park et al. (2019)는 “역량 교육이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대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근대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타개할 대안이 될 수도 있음”(p. 3)을 지적하였다.
90년대 OECD에 의해 수행된 DeSeCo1)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핵심 역량 개념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에 그쳐
정책 담당자들과 학교 현장에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교육정책 또는 교육과정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Lee & So, 2019). 또한 Lee (2018)는 “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을 지나치게 국가 교육
과정 문서상의 진술 방식의 변화와 관련시켜 논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p. 55)는 점을 지적하며 수업에서 역량
교육이 실현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역량을 반영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핵심 역량이 문서상 선언적 구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이고, 교과 역량과 성
취기준의 연계 또한 미흡하여 역량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오롯이 교사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Lim et
al., 2017). 그래서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이 반영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역
량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한다(Choi et al., 2017).
그간 ‘수학적 역량’의 개념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담론이 있어 왔다. 수학적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마다 관점
과 강조하는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수학적 사고, 수학적 추론, 수학적 모델링, 문제 해결’ 등 수학적 역량의 개념을 구
성하고 특징짓는 핵심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계에서 수학적 역량이라는 개념이 갖추어야 할 요
소와 범위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역량 교육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러한 역량을 깨치고 발휘해서 살아가야 할 주체인 ‘학생들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수학적 역량의 본질은 큰 테두리 안에서 변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삶에서 실제 의미를 갖는 ‘실질적인 역량’으로 발전ㆍ발현되기 위해서는 본질적 의미에 시대적 변화상을 반
영하여 기존의 역량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량의 의미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탁
상공론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래의 수학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Na et al. (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로 대변되는 미래 시대에서는 매우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시대에 더욱 강조될 주제나 역량을 적극적으
로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수학적 주제와 역량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에는 “새롭게 설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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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현재에는 언급되는 정도이지만 미래 시대에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으며, 현재까지 강조되었던 것
처럼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p. 462).
현대 사회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적능력
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즉, 용어에서 나타나는 의미 그대로 인간
의 지능을 인위적으로 구현해내는 기술 또는 구현된 실체이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 중
에서도 ‘수학’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최근 <인공지능 수학>이
라는 교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Ministry of Education (2020)은 <인공지능 수학>을 학습함
으로써 함양하고자 하는 수학적 역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을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전술한 바의 관점에 따라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이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인공지능 시대라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이 구체적
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새로운 역량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신설 교과인 <인공지능 수학>에서 추구해야 할 수학적 역량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앞서 언급
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수학적 역량을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개념을 개발할 수 있는가”를 연구 문
제로 상정하고, 그러한 개념을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Mathematical Competence Network)”라 명명하였다. 그리
고 본 연구자는 인공지능으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핵심 역량을 ‘디지털 역량’으
로 설정하여 이로부터 새로운 역량 개념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
적 역량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수학적 역량’,
‘디지털 역량’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어 <인공지능 수학>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해야 함을 주장하
고, 수학적 역량과 디지털 역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Choi (2018)의 ‘디지
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였다. 셋째,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가짐
을 연구 가설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문헌 분석과 고찰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넷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위계
적 속성을 갖는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모델을 수학적 역량에 적용하여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수학적 역
량 개념을 확립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을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구조화하여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역량
본 절에선 연구의 핵심 개념인 ‘수학적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들(Abrantes, 2001; Gresalfi et al., 2009; NRC2), 2001;
Niss et al., 2016; Niss & Højgaard, 2019; RAND Mathematics Study Panel, 2003)을 검토한다. Niss et al. (2016)
에 따르면 수학적 역량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수학적 역량과 역량 요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 또는 경험적 연구 대상인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적 역량 요소들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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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인 연구”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인 것은 아니고, 두 유형을 결합한 연구들도 있다”(p. 621).
수학적 역량에 대한 연구들 중 이론적으로 수학적 역량 요소의 개념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고, 그러한 연구
들에선 수학적 역량 요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찾고 이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주요 쟁점이
었다(Niss et al., 2016).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작업은 수학적 역량을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유기적이
고 위계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개념을 구성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
라서 Niss et al. (2016)의 관점에 따르면 본 연구는 수학적 역량과 역량 요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론적 연구로 볼
수 있고, 연구 문제를 고려하여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속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헌
검토가 이루어졌다. 각 연구는 나름대로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념의 구체적 의미와 속성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추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
었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각 연구에서 수학적 역량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위주
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Abrantes (2001)은 2001년 당시 포르투갈 국가 교육과정에 담긴 수학적 역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수학적 역량의 속성과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학생들이 기본 교육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수학적 역량은 태도(attitudes), 기능(skills) 및 지식
(knowledge)을 통합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수
 학적으로 사고하는 기질(disposition), 즉, 문제 상황을 탐구하고, 패턴을 찾으며, 추측을 만들
고 검증하며, 일반화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질;
–수
 학적 추론을 포함하는 지적 활동을 전개할 때 얻는 즐거움과 자신감, 그리고 어떤 진술의 타당
성이 어떤 외부의 권위보다는 논리적 논증의 일관성과 관련 있다는 개념(conception);
–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상황에 맞는 문어 및 구어 모두를 사용하여 수학적 사고를 의사소통하는 능력;
– 추측, 정리, 증명과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정의를 사용하여 얻는 결과에 대한 이해;
–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질과 문제 해결 과정을 발전시키고, 오류를 분석하며 대안
적인 전략을 시도하는 능력;
– 결과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암산 과정(mental computational processes) 및 작성된
알고리즘이나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 일상생활과 자연 또는 예술 속에서 수치적이거나 기하학적 요소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어떤 상
황에 놓인 추상적인 구조를 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경향;
– 실세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결합하여 수학을 사용하는 경향, 그리고 수학적
인 방법과 결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DEB: Abrantes, 2001, p. 133에서 재인용).
Niss & Højgaard (2019)는 덴마크 KOM3) 보고서(Niss & Højgaard, 2011; Niss & Jensen, 2002)에서 처음 소개된 수
학적 역량 개념에 대하여 “최신 용어와 함께 원문보다 더욱 명쾌하고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p. 9). 실제로 수학적 ‘역량
3) KOM은 “Kompetencer og matematiklæring [Competencies and the Learning of Mathematics]”의 준말로, 2000년 당시 덴마크 교육부와
과학교육위원회에 의해 KOM 프로젝트가 수행된 이래 수학적 역량이라는 개념은 세계 곳곳의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수학교육
학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주제가 되어왔다(Niss & Højgaard, 2019,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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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의 개념을 수학적 ‘역량 요소(competency)4)’들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적인 요소들의 의미와 속성
뿐만 아니라 요소들 간의 관계 등 역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Niss & Højgaard (2019)에 따르
면 “수학적 역량이란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학적 도전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준
비상태(insightful readiness)”(p. 12), “수학적 역량 요소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종류의 수학적 도전에 대응하여 적절하
게 행동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준비상태”(p. 14)를 의미한다. 즉, “수학적 역량은 어떤 상황이나 문맥의 모든 종류의 도전
을 다루기 위한 수학의 활성화(activation of mathematics)와 관련된 반면, 수학적 역량 요소는 질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
결하며, 현상 및 관계 또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거나 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학의 특정 종류의 활
성화를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요구하는 특정 종류의 도전들을 다루기 위한 수학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p. 14). 따
라서 “수학적 역량은 수학적 역량 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체계(edifice)이다”(p. 14). 이때, 수학적 역량 요소는 크게 ‘수
학 안에서 수학을 이용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기’와 ‘수학의 언어 및 구조들과 도구들을 다루기’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고, 각 범주는 4개의 요소를 포함하여 Table 1과 같이 총 8개의 수학적 역량 요소가 있다(Niss & Højgaard, 2019).
Niss & Højgaard (2019)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역량 요소들을 인지적인 본성(cognitive nature)의 것으로 제
한하면서도 “정의적(affective), 기질적(dispositional), 의지적(volitional) 요소들을 포함하거나 추가하여 역량 요소
들을 개념화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고 하였다(p. 18).
두말할 것 없이, 개인들의 정의적, 기질적, 의지적 특성은 전반적인 수학 학습뿐만 아니라 수학적 역
량 요소들의 발달과 발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정의적, 기질적, 의지적 특성들은 학교 교
육과 교육 안팎에서 만들어진 삶의 궤적과 경험들, 수많은 배경 변수에 대한 다변수 함수이므로 이러한
특성들은 매우 개별화 되어있다. 그러한 이유로 분석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학적 역량 요소들의
개념과 정의에서 정의적, 기질적, 의지적 요인들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념체
계에서 역량 요소들은 순전히 인지적인 본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역량 요소들의 포괄적 정의의 일부를
형성하는 “행동하기 위한 준비상태”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다(Niss & Højgaard, 2019, p. 18).

Table 1 Eight mathematical competencies (Niss & Højgaard, 2019)
범주

역량 요소5)

수학 안에서 수학을 이용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기

ㆍ 수학적 사고(수학적인 탐구에 몰입하는 능력)
ㆍ 수학적 문제 처리(수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능력)
ㆍ 수학적 모델링(수학 외적인 맥락과 상황의 모델을 구성하고 분석하는 능력)
ㆍ 수학적 추론(수학적 주장에 대해 정당화하고 평가하는 능력)
ㆍ 수학적 표현(수학적 대상의 다른 표현들을 다루는 능력)
ㆍ 수학적 기호와 형식화(수학적 기호와 형식화를 다루는 능력)
ㆍ수
 학적 의사소통(수학적인 상황에서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학에 대한 내용을

수학의 언어 및 구조들과 도구들을 다루기

의사소통하는 능력)
ㆍ 수학적 보조물과 도구(수학적 활동을 위한 보조물과 도구들을 다루는 능력)

4) Niss & Højgaard (2019)는 ‘competence’와 ‘competency’를 구분하여 mathematical competence를 mathematical competencies로 구
성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competence’를 ‘역량’, ‘competency’를 ‘역량 요소’로 번역하였다. 또한 이 관점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역량을 수학적 역량 요소들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역량’과 ‘역량 요소’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5) 본고는 각 역량 요소의 개념만 간단히 적어놓았지만 원문은 각 역량 요소가 포함하는 의미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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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2001)의 Adding It Up 프로젝트에 따르면 ‘수학적 능력(Mathematical proficiency6))’이란 “수학을 성공적
으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수학의 전문지식(expertise), 역량(competence), 지식(knowledge) 및 재능(facility)”(p. 116)
을 뜻한다. 이러한 수학적 능력의 개념은 ‘개념적 이해(수학적 개념과 연산 및 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 ‘절차적 유
창성(절차를 유연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 ‘전략적 역량(수학 문제를 형식화하고 표현하
며 해결하는 능력)’, ‘조정 가능한 추론(논리적 사고, 반성, 설명 및 정당화를 할 줄 아는 능력)’, ‘생산적 태도(성실함과
자기 효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수학을 합리적이고 유용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습관적 성향)’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수학적 능력의 발달에 있어 서로 상호의존적인 역할을 하며 “수학적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
기능, 능력 및 신념을 논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다”(p. 116). Adding It Up 프로젝트가 제시한 수학적 능력에 대
하여 RAND Mathematics Study Panel (2003)은 “수학에서 역량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p.
9)이라고 언급하며, 다섯 가지 수학적 능력의 개념을 기반으로 수학교육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프로
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인종간의 서로 다른 집단에 있는 학생들 사이의 수학적 능력의 차이를
없애고, 수학적 능력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RAND Mathematics Study Panel, 2003).
한편 수학적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수학적 역량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
자. Niss & Højgaard (2019)에 따르면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
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각각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구별되는 잘 정의된 독자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서로
구별할 수 있으나 어떤 하나의 요소에 관심이 집중되면,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른 역량 요소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보조역할을 한다”(p. 19). 이러한 관점을 예와 함께 다음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론적 용어로서 역량 요소 각각이 다른 역량 요소와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잘 정의된 정체성을 갖
는다고 할지라도, 한 역량 요소의 수행은 보통 다른 역량 요소들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역량 요소들은 실제로 정의에 의해 서로 자주 겹친다. 이는 꽃의 은유에서 서로 교차하는 꽃잎들
이라는 시각적 표현과 KOM 보고서에 의해 설명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수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하는 역량 요소는 최소한 수학적 표현, 수학적 기호와 형식화, 또는 수학적 추론을 다루는 몇 가지 기
본 측면을 반드시 수반한다. 만일 이 세 가지 역량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수학적 문제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Niss et al., 2016, pp. 622-623).
이 설명에 나오는 ‘교차하는 꽃잎들이라는 시각적 표현’이란 Figure 1의 좌측 그림을 의미하는데, 이는 추후

Figure 1의 우측 그림과 같이 새롭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고려해보면 수학적 역량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수학적 역량은 유
기성을 가진 개념이다. 유사하게 역량 요소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은 Adding It Up 프로젝트에서 ‘(다섯 가
지 수학적) 능력의 엮인 실타래(Intertwined Strands of Proficiency)’라는 시각적 상징(Figure 2)으로도 묘사된 바 있다.
RAND Mathematics Study Panel (2003)은 다섯 가지 수학적 능력이 “숙련된 수학적 추론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호 연결되고 통합된다”고 표현하며, “개념적 이해 대 절차적 유창성과 같이 한 요소를 다른 요소와 비교하려는 논
쟁들은 수학적 능력의 속성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p. 9). 즉, “다섯 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의존적이
6) NRC (2001)는 ‘proficiency (본 연구에서는 능력으로 번역)’를 ‘competence’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학
적 능력’을 ‘수학적 역량’의 한 종류로 보고 문헌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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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eight mathematical competencies
원작 (Niss & Jensen, 2002, p. 45)

개작 (Niss & Højgaard, 2019, p. 19)

Figure 2 Intertwined Strands of Proficiency (NRC, 200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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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가 아니라 이들이 언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맞물리는가”이며, “학교
수학에서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다루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 9). 이러한 역량의 속성을 고려하면 수학적
역량의 개념을 논할 때, 역량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개별적인
의미가 정립되고 나면 그것들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역량
요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역량 개념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고 역량 교육의 구현에 도움을 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역량이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역량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 Gresalfi et al. (2009)는 교실
안에서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통해 역량이라는 개념은 학생 개인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학생이 참여할 때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역량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 의해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하거나 해야 하는 것”(p. 50)으로 학생이 교실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학생이 역량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개별 학생의 특성이 아
니라 학생이 역량을 구성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기회를 취하는 방식 간의 상호 작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역량은 참여하는 교실의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보인다”(p. 50). 역량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학생들
이 알아야 하거나 해야 하는 것”일 수 있고, “실수나 오개념을 공유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p. 51). 또한 “학생의 어떤
행동이 과제에서 벗어나거나 틀린 것”으로 식별되었을 때, 그 순간 일시적으로 학생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일반적으로 역량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pp. 5657). 이러한 역량의 의미로부터 역량은 구성적이고 참여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고, 구성적·참여적 속성으
로서의 역량 개념은 ‘태도ㆍ의사소통’과 같은 역량의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역량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학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으므로 학생은 교실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Niss & Højgaard (2019)가 개인의 정의적, 기질적, 의지적
요소들이 수학적 역량 요소들의 발달과 발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역량 요소들 간의
관계에 있어 태도 및 의사소통은 다른 요소를 발휘하기 위한 선행 요소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수학적 역량 네
트워크 개념에서 태도와 의사소통이 위치할 단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
이상으로 수학적 역량의 의미와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학적 역량의
의미를 규명하는 방식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수학적 역량이라는 개념이 단
순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수학적 역량을 그 개념을 구성하
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수학적 역량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능력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여러 가
지 요소들의 통합된 하나로 해석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수학적 역량 요소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학적 역량 요소는 독자적으로 개발 또는 소유되거나 실행되지 않으며 거대한 복합체
로서 함께 작동한다”(Niss et al., 2016, p. 623). 이제 문헌 검토를 통해 얻은 수학적 역량에 대한 각 연구들의 개념과
관점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에 적용하여 본 연구자는 수학적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학적 역량이란 수학에 대한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창의ㆍ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태도 및 실천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여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문
제를 수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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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수학
본 절에선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수학> 교과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역량인 디지털 역량
을 함양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인공지능 수학> 교과에서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역량과 현재 추구하고 있
는 수학적 역량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새로운 수학적 역량 개념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Choi (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였고, Lee & Jeon (2020)은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변환이 일으킨 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상황을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런
데 수학적 역량이 그러하듯 디지털 역량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과 디지털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의 다양
성을 고려해볼 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각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의 의미와 속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을 정의하였다.
Lee & Jeon (2020)은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직
업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지식, 기능, 태도”(pp. 331-332)로 정의하고, 디지털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문제
해결, 디지털 직업 리터러시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여섯 가지 요소는 Table 2와 같이 각각 세부 역량
으로 나뉜다.
Lee (2015)는 디지털 역량 개념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p. 183). 첫째, 디
지털 역량은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얻고자 하는 언어, 상징, 텍스트, 이미지 등 디지털 자료를
식별 및 확인하고 정의하는 것과 관련 있다. 둘째, 디지털 역량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판적으로 분석 및 판단하는 것과 관련 있다. 셋째, 디지털 역량은 목적에 맞게 새
로운 정보를 제작하여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있다. 넷째,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 의식과 올바른 가치관 및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과 관련 있다. 이
를 통해 알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컴퓨터ㆍ정보기술ㆍ디지털 도구에 대한 지식과 사용 능력’,

Table 2 Six digital competencies (Lee & Jeon, 2020, pp. 332-333)
대영역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문제 해결
디지털 직업 리터러시

세부 역량
ㆍ 디지털 기기 다루기
ㆍ 디지털 기기 인식
ㆍ 디지털 콘텐츠 활용
ㆍ 디지털 콘텐츠 생성
ㆍ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ㆍ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및 협업
ㆍ 디지털 전환의 영향 이해
ㆍ 디지털 시민권 참여
ㆍ 디지털 예절 준수
ㆍ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ㆍ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
ㆍ 신규 디지털 범죄 인식
ㆍ 디지털 문제 해결
ㆍ 컴퓨팅 사고(데이터 수집 및 패턴 인식 / 추상화 / 알고리즘 설계 및 프로그래밍)
ㆍ 직업적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
ㆍ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
ㆍ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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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능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판단하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제작하는 능력’, ‘협력
과 의사소통’, ‘윤리 의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Choi (2018)는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사회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결과물을 생산하는 능력”(p. 25)으로 정의하며 디지털 역
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이해’, ‘디지털 시민의식’, ‘안전과 보안’, ‘ICT 스킬’, ‘협력’, ‘의사소통’,
‘정보 리터러시’, ‘문제해결’, ‘디지털 창조’를 제시하였다(p. 33). 즉, “디지털 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학습하고, 각 분야에서의 작업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태도, 스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등을 포함한다”(p. 32). 수학적 역량이 태도, 기능, 지식을 통합하
는 특징이 있다(DEB: Abrantes, 2001, p. 133에서 재인용)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역량은 수학적 역량의 속성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OECD의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일반적인 역량의 개념(Table 3)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각 선행 연구들의 개념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개념
을 구성하는 요소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 ‘의사소통과 협력’, ‘올바른 윤리 의식과 가치관’, ‘문제해
결’, ‘콘텐츠와 정보 등에 대한 창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핵심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을 어떻
게 활용하는지 이해하며,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른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p. 164).
여기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인공지능 수학>을 배움으로써 기를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에 대한 답으로 당연하게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 성격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의 유용성
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추론, 창의ㆍ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여섯 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
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p. 163)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관점을 바꾸어 질문에 대
한 또 하나의 답으로 ‘디지털 역량’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수학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수학자만을 양성하는 것
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역량은
‘디지털 역량’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수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수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해
서도 배운다. 따라서 다른 수학 교과목보다 <인공지능 수학>에서 디지털 역량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

Table 3 Definition of competence in the two OECD projects
구분
DeSeCo Project
Education 2030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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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정의
“단순한 지식과 기능 이상으로서, 특정한 맥락에서 (기능과 태도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들을 끌어내고 동원함으로써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OECD, 2005, p. 4)
“지식과 기능의 단순한 습득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여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
력을 포함하는 것”(OECD, 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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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주장은 Ministry of Education (2021)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밝힌 “디지털ㆍ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p. 17)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
한다.
만약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 것도 <인공지능 수학>의 한 목표임을 받아들인다면, <인공지능 수학>이 수학 교과로
서 기존에 추구하고 있는 수학적 역량과 앞으로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역량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야 하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수학>이 인공지능의 원리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의 수학을 배우는 과목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존의 수학 교과에서 추구하는 수학적
역량이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 수학>을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수단
으로서의 수학’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적 역량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량’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 경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적 역량의 개념, 예컨대 “수학적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등이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수학적 역량을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역량들이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규명해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자
는 역량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수단 → 목표’라는 관계, 즉 수단이라는 전제로부터 목표라는 결과를 얻는 순
서적ㆍ단계적 관계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Choi (2018)의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로부터 새로운 역량 개념을 정립하
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3.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Choi (2018)가 제안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분석할 것이다. Choi (2018)는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여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핵심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Figure 3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Figure 3 T he composition diagram of the digital competency
framework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oi, 2018,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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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역량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력’ 단계가 있고, ‘기본 지식과 스킬’의 관점, 지식과 스
킬을 이용하여 ‘활용하고 수행’하는 단계, 활용하고 수행 과정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조와 실현’의 단계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의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에 요구되는 사고력으로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비판적 사
고’, ‘혁신적 사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력은 단지 디지털 역량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역
량에서도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컴퓨팅사고’와 ‘디자인사고’는 ‘창조와 실현’ 단계의
문제해결과 디지털 창조를 위해서 중요한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핵심역량은 타원 안에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는데 ‘기본지식과 스킬’ 단계에 해당되는 요소로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이해’, ‘디지털 시민의식’, ‘안전과 보안’, ‘ICT 스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부분
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태도 등의 정의적인 측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여 일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ICT 스킬과 기술의 안전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
고 있다. ‘활용과 수행’ 단계에서는 하위 단계의 스킬, 지식,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정보를 탐색, 분석, 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계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일을 처리하는 단계이
다.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실제 문제해결이나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조와 실현’이 최상의 단계가 된다
(Choi, 2018, pp. 32-33).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본 연구자는 역량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인 ‘프레임워크로서의 역량’ 개념을 생각하였고, 이
는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개념을 생성하는 아이디어로 작용했다. 본 연구에서 ‘프레임워크’란 ‘역량을 구성하는 요
소들이 수행하는 특정한 역할에 따라 각 요소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분석틀’, 프레임워크로서의 역량, 즉 ‘역량 프레임
워크’란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 역할에 따라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Choi (2018)가 설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를 단순히 나열했다기보다 각각의 요소들이 수행하는 특정한 역할끼리 묶어 단계별로 구성했고,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역량을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라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량 프레임워크 개념에서는 역량 요
소들을 구분하는 기준인 단계가 중요한데, 역량 프레임워크에서 ‘단계’란 ‘역량 개념을 구성하는 의미의 단위이자 역
량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의한다.
이제 Choi (2018)의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의미를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역량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로서의
역량)’의 관점에서 단계적(위계적) 속성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해석해보자. 이에 앞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Figure 3의 구성도에 ‘1ㆍ2ㆍ3단계’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Table 4와 같이 제시한다.

Table 4 T he composition diagram of the digital competency framework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oi,
2018)
구분

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창조와 실현
활용과 수행
기본 지식과 스킬

12

역량 요소
문제 해결
협력
디지털 시민의식

의사소통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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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조
정보 리터러시
안전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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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계’의 정의를 고려하면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에 내재된 역량의 개념은 ‘기본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고 수행함으로써, 창조와 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각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스킬을 갖추는 단계다. 그러한 요소에는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이해, 안전과 보안 및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스킬이 있다. ‘기본 지식과 스킬’이라
는 명칭에는 정의적 측면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시민의식과 같은 정의적 영역도 디지털 역
량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OECD에서 정의한 역량의 구성
요소인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 지식과 스킬이 갖추어지고 나면 실제 이들을 활용하고 수행하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단계]를 구성하
는 역량 요소로 협력, 의사소통 및 정보 리터러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2단계]의 의미를 [1단계]를 고려하여 구체화해
보면 [1단계]에서 습득한 지식과 스킬 및 태도를 바탕으로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분석
하며 다루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활용과 수행을 한 결과로 창조와 실현을 하는 단계다. 즉, [1단계], [2단계]에서 갖춘 능력을
이용하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고 실현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상위 단계인 [3단계] 요소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하위
요소들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본고에서 수학적 역량 요소 중 하나인 문제 해결 능력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역량은 역량 개념이 포함해야 하는 하위 요소들의 단순한 합집합이 아니라는 점’이
다. 각 요소들은 그 역할에 따라 특정한 단계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며 이들의 위계적인 관계, 즉 ‘프레임워크’가 곧 역량
이다. 이처럼 위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계로서의 역량 개념이 ‘역량 프레임워크’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역량 프레임
워크’의 관점을 앞의 2절에서 정리한 디지털 역량의 구성 요소에 적용하여 <인공지능 수학>에서 추구해야 할 디지털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윤리 의식과 가치관을 견지하고, 디지털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
하고 협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정보ㆍ지식ㆍ가치를 만들
어내는 능력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수학적 역량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 기존에 통용되는 수학적 역량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함으
로써 수학적 역량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역량 및 디지털 역량과 더불어 수학적
역량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
여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모형을 Table 5와 같은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문헌 고찰 결과에 연구자의 직관과 통찰을 결
합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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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udy model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연구 방법

내용
<인공지능 수학> 교과를 위한 새로운 수학적 역량 개념 제안
수학적 역량을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개념을 개발할 수 있는가?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문헌 분석 및 고찰

IV. 연구 결과
1. 새로운 수학적 역량 개념 제안: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본 절에서는 역량 프레임워크 개념에 착안하여 분절적인 의미로서의 수학적 역량이 아닌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의
미로서의 수학적 역량 개념인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것이 목표다. 즉,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단순한 합집합이 아닌 요소들 간의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수학적 역량을 바라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디지털 역량과 수학적 역량이 모두 지식·기능·태도를 종합하는 개념이라는 유사성과 수학적 역량 요
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하나의 종합체라는 관점을 근거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수학적 역량에 적용시
킨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고안하였다.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란 역량 프레임워크로서의 수학적 역량 개념으로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 역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휘되는 종합적인 능력’이다. 즉,
수학적 역량을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단계별 의미 단위에 맞추어 각 단계에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대응
시킨 개념이다. 이를 잘 정의하기 위해선 수학적 역량 요소들을 구분하는 기준인 ‘단계’를 규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각 단계에 대하여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따르되 약간의 변형을
주어 총 4개의 단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1단계]는 지식·기능, [2단계]는 기술·태도·의사소통, [3단계]는 문제
해결, [4단계]는 응용·창작으로 정의하였다. 즉,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1단계] 지식·기능 역량은 디지털 역량 프레
임워크의 [1단계]의 기본 지식에 대응하고, [2단계] 기술·태도·의사소통 역량은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1단계]의
스킬과 [2단계]를 통합한 것이며, [3단계] 문제 해결 역량과 [4단계] 응용·창작 역량은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3단
계]를 분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정한 단계별 역량을 의미 단위로 하여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란 수학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기술ㆍ태도ㆍ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응용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Figure 4와 같은 시각적 모델을 고안하였다.

Figure 4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mathematical competenc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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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단계별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의 ‘지식’ 역량이란 ‘수학 교과에서
다루는 수학적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는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의 [1단계]의 ‘기본 지식’에 대응하여 고안한 요소로서, 위계적으로 볼 때 지식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원료, 즉 역량
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1단계]의 ‘기능’ 역량은 ‘2015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의 기능’으로 정의한다. ‘기능’이란 “수학 교과 고유의 탐구기능 및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학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outcome) 혹은 수행능력”(Park et al., 2015, p. 27)
을 말한다. 즉, 기능은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과 역량이 구체화되는 양태라고 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Park et al., 2015, p. 27에서 재인용). 이러한 [1단계]의 지식과 기능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는 각
각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과별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와 ‘기능’으로 정의한다. 내용 요소는 “교과 및 영역을 구성하는
지식”(Park et al., 2015, p. 27)으로서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Ministry of Education, 2020)을 의미
한다. 이때, [1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내용 요소와 기능의 두 가지로 보는 대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Ministry of Education, 2020)이기 때문이다. 즉, 성취기
준은 “수학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을 의미”(Park et al., 2015, p. 24)하는데, ‘내용 요소’와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수학 교과 역량의 구현을 촉진”(Park et al., 2015, p. 27)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개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식’을 역량의 개념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NCTM (2000)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과 역량은 각각 내용 규준(수와 연산, 대수, 기하,
측정, 자료 분석과 확률)과 과정 규준(문제 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에 대응되고, 내용 규준과 과
정 규준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지식을 역량의 일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수학적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Niss & Højgaard (2019)의 경우, 역량 발휘에 있
어 지식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역량 요소와 교과 내용 사이의 관계를 독립적이지만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학교 교육의 맥락에 역량 교육을 도입시킨 계기가 되었던
DeSeCo 프로젝트(So, 2007)와 이를 발전시킨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역량의 정의를 역량 개념의 연
구를 위한 기본 전제로 하고, 지식을 포함시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개념화하는 것이 수학적 역량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 시켜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지식ㆍ기능ㆍ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선
행 연구에서 확인한 수학적 역량의 통합적인 속성을 대변해준다고 보았다. Hwang (2017)은 역량과 지식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설명을 통해 역량과 지식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역량(적어도 정신능력과 관련된 일반역량)의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지식 교육과 일반역량교육
은 상호 경쟁적이라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올바른 지식교육은 정보의 기억을 넘어서는 많은 능력을 요구하며, 이러한 지식 교육이 수반되지 않
는다면 정신역량의 교육은 형식으로서의 부소능력에 대한 도야와 훈련이 그러하였듯이 공허한 일이
될 것이다. 역량 없는 지식은 무기력하고, 지식 없는 역량은 공허하다(p. 261).
결론적으로 “지식과 기능은 역량 요소들의 실행을 위한 연료가 된다”(Niss et al., 2016, p. 619)는 점을 분명히 하
는 것이 역량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학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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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finition of six mathematical competencies in 2015 amended curriculum (Park et al., 2015, pp. 39-42)
역량 요소
문제 해결 능력

정의

추론 능력
창의ㆍ융합 능력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화하며, 여러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수학과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ㆍ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학 지식이나 아이디어, 수학적 활동의 결과, 문제 해결 과정, 신념과 태도 등을 말이나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정보 처리 능력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활용하고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ㆍ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태도 및 실천 능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주적 수학 학습 태도와 민주 시민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

여섯 가지는 각각의 명칭만 놓고 보면 ‘지식’이라는 측면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정의(Table 6)를
살펴보면 정보 처리 능력과 태도 및 실천 능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지식이라는 요소를 명
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을 포함시켜 역량의 개념을 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에 대
한 실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의 ‘기술’ 역량은 [1단계]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어떤 목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능동적이
고 실천적인 능력’, ‘태도’ 역량은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다방면에 수학을 지혜롭게 적용 및 활용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능력)’, ‘의사소통’ 역량은 ‘수학의 언어와 표현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
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수학적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기술’은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역량, ‘태도’와 ‘의사소통’은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단계]의 ‘문제 해결’ 역량은 이전 단계에서 습득한 ‘지식·기능·기술·태도·의사소통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여 당면
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문제’란 단순히 수학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자
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 역량은 학습자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것이 어떠한 종류의 문제로 인식되든, 그 문제를 수학과 연관 짓고, 수학적으로 사고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디
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와 달리 문제 해결 역량을 가장 상위에 두지는 않았지만 [3단계]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역량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선 많은 다른 종류의 역량들이 전제되어야 하
는 것으로 보았다.
[4단계]의 ‘응용’ 역량은 ‘해결된 문제로부터 얻은 결과를 다른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
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창작’ 역량이다. 여기서 창작 역량은 본 연구자가 서
두에서부터 강조해온 ‘역량의 실현’이라는 관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다’와 같은 역량 개념은 단계별 역량을 갖추어 가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직접 관찰함으
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이 역량을 갖추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비록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로서의 수학적 역량 개념은 이전보다 실질적인 역량 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4단계]를 통해 발휘된 역량은 다음 역량 발현을 위한 지식과 기능이 된다는 점
에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는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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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가진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개념에 대
한 학계의 공감을 얻고, 후속 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첫째,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는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기적’이며, 각 요소가 온전히 발현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위
계적’인 속성을 갖는다. 본 연구자는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수학적 역량을 생각할 때, 수학적 역량의 개념
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역량 요소들 간의 위계성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만큼, 위계성은 후속 연구가 특별히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둘째, 각 단계별 역량은 역방향으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즉, 각 단계별 역량이 반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순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의미와 역할에 의해 단계가 구분되지만 꼭 한 방향으로
만 역량이 발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단계의 역량이 적절히 발현되지 못할 경우 이전 단계로 돌아가 해당 역량을
재점검함으로써 역량은 성장한다. 예컨대,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재 자신이 가진 이전 단계의
역량을 점검함으로써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1단계]
로 돌아가서 지식을 갖추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개념은 유기적인 속
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본 절에선 연구의 최종 목표인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확립할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을 앞서 정립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Figure 4의 시각적 모
델을 완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앞서 진행한 논의의 종합이라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진
행될 것이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역량 요소와 그 하위 요소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Table 7과 같다.
이제 Table 6과 Table 7에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적 역량 여섯 가지의 각 의미와 세부적인 요소를 고
려하여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각 단계별 역량의 정의에 따라 여섯 가지 역량 요소를 분류하고, <인공지능 수학>의
내용 요소와 기능을 대응시킴으로써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완성하면 Figure 5와 같다.

Figure 5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의 ‘지식·기능’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인공지능 수학> 교과의 성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인공지능 수학>의 내용 체계는 다른 수학 교과목의 그것과는 달리 ‘기능’
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에 근거하여 [1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역량 요
소는 교과의 내용 요소와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성취기준’으로 대체하였다. 이때, <인공지능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은 Table 8과 같다.
[2단계]에서 ‘기술’ 역량에 해당하는 역량 요소는 ‘추론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다. 이는 추론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1단계]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의 역할
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도’ 역량은 수학에 대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신념과 자세를 의미하므로 ‘태도
및 실천 능력’을 역량 요소로 갖는 것이 합당하며, ‘의사소통’ 역량은 수학의 언어와 표현 체계를 이해하고 수학적으
로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의사소통 능력’을 역량 요소로 갖는 것이 타당하다.
[3단계]에서 ‘문제 해결’ 역량은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문제 해결 능력’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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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ix mathematical competencies in 2015 amended curriculum (Park et al., 2015, pp. 39-42)
역량 요소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창의ㆍ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태도 및 실천 능력

하위 요소
ㆍ 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ㆍ 수학적 모델링
ㆍ 관찰과 추측
ㆍ 정당화
ㆍ 독창성
ㆍ 정교성
ㆍ 수학적 표현의 이해
ㆍ 타인의 생각 이해
ㆍ 자료와 정보 수집
ㆍ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
ㆍ 가치 인식

ㆍ 계획 실행 및 반성
ㆍ 문제 만들기
ㆍ 논리적 절차 수행
ㆍ 추론 과정의 반성
ㆍ 유창성
ㆍ 수학 내적 연결
ㆍ 수학적 개발 및 변환

ㆍ 협력적 문제 해결

ㆍ 융통성
ㆍ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ㆍ 자신의 생각 표현

ㆍ 자료와 정보 정리 및 분석

ㆍ 정보 해석 및 활용

ㆍ 자주적 학습 태도

ㆍ 시민의식

ㆍ 수학적 사실 분석

Figure 5 Mathematical competence net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Table 8 Achievement standar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Ministry of Education, 2020, pp. 166-169)
영역/핵심 개념

성취 기준

인공지능과 수학

[12인수01-01]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례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한다.
[12인수01-02] 인공지능에 수학이 활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을 수 있다.
[12인수02-01] 수와 수학 기호를 이용하여 실생활의 텍스트 자료를 목적에 알맞게 표현할 수 있다.
[12인수02-02] 수와 수학 기호로 표현된 텍스트 자료를 처리하는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다.
[12인수02-03] 수와 수학 기호를 이용하여 실생활의 이미지 자료를 목적에 알맞게 표현할 수 있다.
[12인수02-04] 수와 수학 기호로 표현된 이미지 자료를 처리하는 수학 원리를 이해한다.
[12인수03-01]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분류하는 수학적 방법을 이해한다.
[12인수03-02]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수학적 방법을 이해한다.
[12인수03-03] 자료를 분석하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12인수03-04] 자료의 경향성을 추세선으로 나타내고,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12인수04-01] 주어진 자료로부터 분류와 예측을 할 때, 오차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구성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12인수04-02] 함수의 최솟값 또는 최댓값을 찾아 최적화된 의사 결정 방법을 이해한다.
[12인수04-03] 합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인공지능 수학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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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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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4단계]의 ‘응용·창작’ 역량의 경우, ‘창의·융합 능력’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없지만 창의·융합 능력의 하위 요소 중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이 “수학과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 등을
연결·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경험 등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Park et al., 2015, p. 41)을 뜻한다는 점에서
창의·융합 능력을 [4단계]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 형태가 비록 단순할지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적 역량 여섯 가지를 유기적ㆍ위계적 집합체로서 구조화하기까지 소요됐던 상당한 사전작업과
그 과정에서 파생된 의미를 고려하면 <인공지능 수학> 수업에서 역량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장의 요구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학적 역량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학생들의 삶 속에서 기능할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여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수학적 역량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을 <인공지능 수학> 교과에 적합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
를 통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역량 교육의
구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제 그 답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수학>에서 추구해야 하는 수학적 역량은 디지털 역량이라는 목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량이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안에서 유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작
동하는 여섯 가지 능력이다.
이러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역량을 통해 수학적 역량을 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의는 본 연구가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Ministry of Education,
2021, p. 4)하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수
학적 역량 네트워크 개념은 <인공지능 수학> 외의 다른 교과로 확장가능하며, 이때 본 연구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교사가 특정 교과를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의미 단위로 적절하게 단계를
나누어 역량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해당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후속되어야 하겠
지만 본 연구는 수학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수학적 역량의 개념을 논하는 새로운 관점인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개념을 정립하고,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에 구체적인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여 구조화하였다. 즉, 현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수학적 역량을 그 자체로서 개별적인 의미는 받아들이되, 이를 접근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관점이 아직 검증된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대를 고려한 실질적인 역량이란 무엇인지 생각하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교육의 실현을 위한 발전적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인공지능 수학>을 위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의 시각적 모델(Figure 5)은 역량 교육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을 함양하기 위해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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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 각 요소별로 강조하는 사항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지침만으로는 각 역량 요소를 구성하
는 많은 하위 요소들을 고려할 때,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지 막연할 수
있다. 이때,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모델이 역량 기반 수업의 구조를 조직하고 틀을 짜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예컨대, Figure 5를 수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직하는 기준 또는 틀로 설정하고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먼저 수업의 주제와 목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특정 차시의 수업에서 실제로 다루게 될 구체적
인 수업 내용을 선정한다. 그리고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학적 역량 요소(Table 6)와 구체적인 세
부 역량 요소(Table 7)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수업에 맞는 적절한 역량 요소들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요소들을

Figure 5의 각 단계에 대응시킴으로써 해당 수업에 대한 일종의 ‘역량 지도’를 구성한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
안하는 수학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강조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된 역량들을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과 활
동 등을 결정한다. 이제 선정된 수업 내용, 역량 요소, 수업 방법과 활동 등을 적절히 종합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구체
적인 수업 모형을 완성한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설계된 수업이 역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하나의 구체
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모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하
고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 모델은 역량 교육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역량 개념과 수학적 역량 개념을 서로 연결 짓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부족하
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 사
이의 접점을 찾고 일종의 융합을 시도한 모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부터 곧바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도출한 작업을 뒷받침할 만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수학적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여 ‘수학적 디지털 역량(Mathematical digital competency)’이라는 연결된 전
체로 보고자 하는 시도(e.g., Geraniou & Jankvist, 2019)는 있었지만 본 연구와는 맥락이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 되기 위해 충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특
히 역량 요소들 사이의 위계성을 이론적·경험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 된지 오래 되지 않은 상태로 벌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을 불과 3년
남겨두고 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
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학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한 오늘날(Na et al., 2018), 본 연구자는 이 글에서 제시한 수학적 역량 네트워크가 ‘실현 가능한 역량’ 개념의 발전
에 기여하고, 역량 개념이 갖는 모호함으로 인해 역량 교육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침의 역할
을 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그럼으로써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고, 수
학적 역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역량 함양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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