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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역량, 기능, 성취기준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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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이 ‘기능’과 ‘성취기준’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능, 성취기준의 연계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섯 가지의

수학과 역량은 ‘기능’으로 고르게 제시되었으나, ‘기능’ 중 일부는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해하기’와 같

은 기능에 치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차기 수학과 교육과정의 역량 구현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n the 2015 revised math curriculum, core competencies have been embodied and presented as skill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this study, I analyzed aspects of the link between competencies, skill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s. According to the study, six

mathematics curriculum competencies were presented evenly as 'skills' in each content area of elementary school,

but reflected some of the sub-components of the curriculum, and some of them were presented as 'skills' but not

as 'achievement standards'. In addition, the types of skills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varied greatly by

content area, but a few of specific skills such as 'understand' were found to be highly emphasized. Based on this,

several implications were derived to further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competencies. First, 'skill' should be

presented in a more systematic way and with more validity of extraction. Second, the extent to which

competencies are presen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discussed. Third, Mathematics skills should be

presented differently by grade(cluster) in achievement standards, 'Guidelines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Guidelines for Assesment'. Fourth, competencies related to content shall be presented separately an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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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교과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활용이 중시(Lee

et al., 2014)되면서 각국의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반

영하고 있으며, PISA와 같은 국제학력평가에서도 핵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핵심 역량의 의미는 넓게는 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뜻하

며, 좁게는 교육의 결과로 학생에게서 길러지기를 기대하

는 구체적인 교육성과를 의미한다. Lee 외(2014, p.34)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은 사회 구성

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서, 초 중등교육을 통

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

편적인 능력이다.

수학과에서의 역량은 국가 및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대체적으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 처리와

도구의 사용 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성취기준으

로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

준은 학습 내용과 기능이 결합되어 ‘세부 학습요소+기능

동사’ 형태의 문장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 여러 교과들이 ‘기능’을 단

순 동사로 간주하여 학생들이 해당 교과 및 영역에서 반

드시 갖추어야 할 기능을 밝혀 제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전문가적 시각 및 숙의를 통해 타당하게 추출하지 않고

성취기준 작업에서 동원되는 행위 동사를 그대로 ‘기능’으

로 채우고자 한다든가(Ministry of Education, 2015b,

p.15) 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

‘기능’이 수학과의 ‘교과 역량’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기 어

려울 수 있고, ‘기능’과 ‘성취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기

능(skill)’을 제시하여 교과의 내용 요소를 결합한 성취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역량 함양 수업이 별도의 특별한 수

업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통해 자연스

럽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Lee, 2015). 이에 따라

‘수학 교과 역량’이 ‘기능’과 ‘성취기준’으로 연계되어 구체

화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실제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 시안 개발 연구 보고서(Park et al., 2015)에서는 “내

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 ‘성취기준’과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교과 역량 함양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 하

였다(pp.39-43)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과 ‘기능’

의 일관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Yang, 2019; Kim &

Kim, 2019)에 의하면, 중 고등학교의 내용영역별 ‘기능’의

빈도와 특징에 차이가 있고 교과 역량에서도 서로 차이

가 있으며, 중학교 성취기준에 제시된 기능이 내용 체계

표의 ‘기능’과 연관성이 적으며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도 ‘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지

적하였다.

따라서,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

보는 일은 향후 차기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점

이라 할 수 있다. 수학 핵심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에 대한 연구(Kim, Park, & Park, 2015)에서도 드러났듯

이 교과 역량에 대한 교사 인식이 낮거나, 교직 경력이

길수록 핵심 역량 항목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

나는 점1)들은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이 보다 상세화된

수준에서 구체화되어 녹아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

정의 ‘교과 역량’이 ‘기능’과 ‘성취기준’으로 연계되어 구체

화되었는지를 반성적으로 점검해보고, 교과 역량 구현 방

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국내외 교육과정에서 역량 반영 동향

1. 핵심 역량 구현에 대한 국제 동향

1997년부터 수행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핵

심 역량2)을 제시한 이래 핵심 역량은 여러 국가들의 교

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이 되어 왔다. Kim, Park,

Lee(2015)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영국, 폴

란드,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등 여러 국가들이 수학

과 교유의 핵심 역량을 선정하여 적용하거나, 교과들을

아우르는 총론 차원의 일반 핵심 역량을 선정하고 각 교

1) 김동원 외(2015)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중고등학교 교사

들이 교과 역량에 대한 인식이 낮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직 경력

이 길수록 핵심 역량 항목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2) OECD(2005)에 따르면 핵심 역량은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

기(Using tools interactively)’,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Acting autonomousely)’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Na, G. S.,

Park, M., Kim, D. W., Kim, Y., Lee, S. J.,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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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적용한다. 호주도 전자의 사례에 속하는데, 국어, 역

사, 수학, 과학 영역에 통용되는 일반 핵심 역량을 7가지

로 선정하고 이를 수학 교과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반영

하였다. 그러나 호주의 수학교육과정에서 숙달 영역

(proficiency strand)에서 ‘이해, 유창성, 문제 해결, 추론’

을 수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어, 결과적으

로 일반 핵심 역량과 수학과 핵심 역량 둘 다를 제시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국가들이 제시한 핵심 역량들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영국, 폴란드,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핵심 역량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수학적 지식 기술, 도구 선택 사용

(정보공학기술), 비판적 사고, 연결, 모델링’ 등(Kim et

al., 2015)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수학 교과 역량은 ‘연

구하기, 모델링하기, 표현하기, 추론하기, 계산하기, 의사

소통하기’이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는

‘추론하기와 분석하기, 이해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의사소

통하기와 표현하기, 연결하기와 반성하기’(Kwon, 2020)이

다.

수학과 핵심 역량을 문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Kim 외

(2015)에 따르면 세 가지이다. 첫째, 수학교육 목표에서

핵심 역량을 내포하는 방식으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반영한 방식이 이에 해당하나, 수

학과 핵심 역량이 구체적인 내용 성취기준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수

학적 핵심 역량의 요소를 내용 영역의 하나로 다루는 방

식으로, 우리나라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규칙성

과 문제 해결’을 하나의 내용 영역으로 두었던 사례가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학적 핵심 역량을 내

용 영역과 다른 차원으로 놓고 내용과 만나도록 하는 직

교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이 혼합된 방식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Jo, Yun(2014)에 따르면, 2008

년에 개정된 일본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을 수학적

사고력, 표현력, 판단력, 처리력, 활용력으로 보고 수학적

역량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년별로 길

러야 하는 역량을 기술하고 영역별로 다루어야 할 내용

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수학 활동을 기술한다. 예컨대,

文部科學省(2008)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함수로

인식하고 표, 식,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변화와 대응의 상

태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설명한다든지, 표, 식, 그래프

등으로부터 새로운 관계와 특징을 파악하여 그것을 구체

적인 장면에서 해석하는 것을 중시한다.”(as cited in Jo,

& Yun, 2014)라고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구현 동향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는 [Fig.1]과 같이 학년별로 학습 내용을 내용 요소 중심

으로 제시해 왔다.

<Grade 1>

(1) Number

A. Let student understand natural number from 0

up to 100.

① Count number

② Number

③ Read and write number

④ Number sequence, Ordering number

⑤ Comparing number

⑥ Composition and decomposition numbers

⑦ Basis on the place value of decimal number

system

[Fig. 1] Examples of elementary school math contents in the

6th curriculum

‘성취기준’이라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시기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나, 앞서 제7차 교육과정 시기

(1997년)부터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여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 요소마다

동사와 함께 문장으로 ‘학년별 내용’을 제시해왔다. 이에

대하여 Sung(2008)이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

부터 미국의 ‘규준(standards)’에 대한 동향이 참조되었고,

1996년「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모형 개발 연구」

에서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as cited in Lee

et al., 2014)한 이래 지식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구체적으

로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역량을 기르는 방안을 담고자

해왔다고 한 언급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과와 관련된 역량 제시는 2011년에

고시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문제 해

결’, ‘추론’, ‘의사소통’ 세 가지 요소를 ‘수학적 과정’으로



이화영360

Area

K e y

Con-

cepts

Big Ideas

Grade clusters

Skills
Grade 1~2 Grade 3~4 Grade 5~6학년

Number

a n d

Opera-

tion

T h e

Numb

e r

syste

m

The System of

numbers was

generated to indicate

the number and

quantity of thins.

Natural numbers,

fractions, decimals

are used for this.

∙Numbers up to

four-digits

∙Five-digit and highter

numbers

∙Fractions

∙Decimals

∙Factors and

multiples

∙Reduction of

fractions, reduction of

fractions with a

common denominator

∙ R e l a t i o n s h i p

between factions and

decimals

Count

(numbers)

Read

(numbers)

Write

(numbers)

Understand

Compare

Calculate

Estimate

Explain

Express

Reason

Discuss

Problem-sol

ving

Problem-

posing

Nume

r i c a l

opera

tion

The Four basic

operations based on

natural numbers are

defined: it is

extended to the four

basic operations on

fractions and

decimals.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wo-digit numbers

∙Multiplication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hree-digit

numbers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natural

numbers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with same denominator

∙Addition and

subtraction of decimals

∙Mixed arithmetic

operations with

natural numbers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with unlike

denominator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fractions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decimals

[Table 1] Example of a 2015 Revised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Contents System Table(Lee et al., 2016)

제시한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앞서

Park, Na(2010)가 ‘수학적 과정’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한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등의 핵심 역량을 토대로 위 ‘수학

적 과정’ 세 가지 요소에 ‘창의 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을 추가하여 총 여섯 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선

정하였다. 이러한 수학 교과 역량은 2009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의 세 가지 ‘수학적 과정’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 및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반영(Jo &

Yun, 2014)된 것과 마찬가지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도 내용 체계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

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교수 학습 방향, 평가 방

향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반영되었다.

내용 체계표에서는 교과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반드

시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 과 ‘일반화된 지식’, 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지식인 ‘내용 요소’, 학생들이 내용(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 상

세하게 제시되었으며,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와 기능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구현되었다. 초등학교 수학

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제시 방식은 [Table 1]과 같다.

‘핵심 개념’은 교과별 지식인 내용(요소)을 배워야 하

는 근거를 명료화하고자 내용 체계표에서 ‘일반화된 지식’

과 더불어 제시되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능정보사회

에서 학습의 결과로 얻은 지식이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이가(轉移價)가 높은 지식

과 기능 즉,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할 필요가

있다. Lee 외(2014)에서는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에서 ‘영

속적 이해, 빅 아이디어 혹은 일반화’를 ‘중요한 개념과

기능들’, ‘친숙해야 할 정보와 사실들’보다 우선적으로 놓

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개념’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묶어주는 상위개념

이면서, 학생들이 내용의 세부 지식을 잊어버린 후에도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역량, 기능, 성취기준 연계성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361

지속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Ministry of Education,

2015b, p.5)’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영역 내의 중

요한 개념 분류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술한

명제를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Lee(2017)에 따

르면 수학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개념’은 3가지 차원 즉,

‘수학의 주요 내용 영역’, ‘수학 개념 간의 기저 또는 원

리’, ‘교수 학습의 초점’으로 볼 수 있는데, 2015 개정 수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의 주요 내용 영역으로서 핵심

개념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초중고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은 총 26개로, 중고등

학교 교과서 대단원명으로 구성되고 ‘내용 요소’가 중단원

명으로 반영되어 구성되고 있다.

‘기능’은 그동안 교과 및 영역에서 기대되는 구체적인

기능(skill)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성취기준이 과도하게

‘안다/이해한다’에 집중되어 지식 습득 위주의 내용 기준

이 되었다는 반성에 따라 도입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p.14). 즉, 내용 지식에 더해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수행 측면의 성취기준 강화를 위한 것

이다. 이러한 ‘기능(skill)’의 의미는 교과 및 영역 고유의

탐구기능 및 사고의 방식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내용(지

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행 기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능은 교과 역량이 보다 구

체화되는 양태(Ministry of Education, 2015b, p.14)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능은 교과 및 영역의 핵심 개념,

내용, 학년(군)별 내용 등의 성격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

하여 수학과 및 각 영역에서의 기대 및 반드시 요구되는

학습 경험, 수행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p.14).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iculum competencies,

skills and activities(Lee et al., 2015, p.20)

Lee 외(2015)에 따르면, ‘기능’은 [Fig. 2]와 같이, 교과

에서 제시하는 교과 역량을 구현하는 중요한 통로 및 방

안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Yang(2019)에 따르면,

2015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기능’은 18개로

제시되었는데, 이 중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행위 동사’는

10개로, 기능이 모두 성취기준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다.

[Fig. 3] Elements for implementing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위와 같이 보았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이

구현되는 세부 요소로서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 내

용 요소, 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구조적으로 표현

하면 [Fig. 3]과 같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Park

et al., 2015, pp.39-43)」에서는 여섯 가지의 수학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들과 기능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하위

요소’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 또는 요소이며

‘기능’은 학생들이 이러한 하위 요소들을 실행할 때 구체

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들이다. 기능은 교과 역량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분석하기’, ‘파악하기’ 등의 행위

동사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동일한 표현의 기능이 두

개 이상의 교과 역량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표현하기’ 기능은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의 세

가지 교과 역량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창의 융합’에

서는 ‘수학적 사실을 표, 그림, 모델, 수학 용어, 기호 등

을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기’, ‘의사소통’에서는

‘수학적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정보 처리’에서는 ‘수

집한 자료와 정보를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정리하여 표

현하기’의 의미로써, 모두 ‘표현하기’로 제시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Park 외(2015)에서 초등학교 내용 영역별로 제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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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Skill

Number
and

Operation
Shapes Measure

-ment Patterns Data and
Chance

Area
Skill

Number
and

Operation
Shapes Measure-

ment Patterns Data and
Chance

Calculate ○ ○ Estimate ○ ○

Distinguish ○ ○ Name ○

Set a pattern ○ Understand ○ ○ ○ ○ ○

Identify patterns ○ ○ Tell time ○

Draw Graph ○ Read (numbers) ○

Draw ○ ○ Organize ○

Decorate ○ Manipulate ○

Make ○ Fill ○

Problem-posing ○ Reason ○ ○ ○

Problem-solving ○ ○ ○ ○ ○ Conjecture ○ ○

Arrange ○ Measure ○

Classity ○ ○ Discuss ○

Compare ○ ○ ○ Draw tables ○

Explain ○ ○ ○ ○ ○ Express ○ ○ ○ ○ ○

Count (howmany) ○ Interpret ○

Count (numbers) ○ Confirm ○ ○

Collect ○ Use ○ ○ ○

Write (numbers) ○

[Table 2] Skills of 2015 Revised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by Content Area

능은 [Table 2]와 같다. 각 역량별로 제시한 하위 요소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해결’ 역량은 하위 요

소로 ‘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계획 실행 및 반성, 협력

적 문제 해결, 수학적 모델링, 문제 만들기’를 제시하였으

며, ‘기능’으로 총 50개를 제시하였다. ‘추론’ 역량은 하위

요소로 ‘관찰과 추측, 논리적 절차 수행, 수학적 사실 분

석, 정당화, 추론 과정의 반성’을 제시하였으며, 총 46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창의 융합은 ‘독창성, 유창성, 융통

성, 정교성, 수학 내적 연결,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을

제시하였으며 총 46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역량은 하위 요소로 ‘수학적 표현의 이해, 수학적 표현의

개발 및 변환, 자신의 생각 표현, 타인의 생각 이해’를 제

시하였으며 총 24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정보 처리’

역량은 ‘자료의 정보 수집, 자료와 정보 정리 및 분석, 정

보 해석 및 활용,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을 제시하였

으며 총 26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 및

실천’역량은 하위 요소로 ‘가치 인식, 자주적 학습 태도,

시민 의식’을 제시하였으며 총 26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a)에서 수학 교과 역량이 ‘기능’과 ‘성취기

준’으로 구체화하고자 한 의도에 따라, 교과 역량, 기능,

성취기준 간의 연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수학과를 중심으로 ‘역량’이 초등

학교 수학 내용 체계표의 ‘기능’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분석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과 영역별 ‘기능’과

‘성취기준’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성취기준 문장에서

의 동사가 ‘기능’이 내용과 결합되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기능 동사를 분석하였다. 기능 동사를 추출

하여 분석할 때에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첫째,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동일한

범주의 기능 동사의 경우, 통합적으로 취급하였다. 가령,

‘[2수01-08]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과 뺄셈

을 할 수 있다.’에서 기능 동사는 ‘덧셈하기’와 ‘뺄셈하기’

인데, 이는 모두 ‘계산하기’ 기능을 내용 요소인 ‘덧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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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셈’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계산하기’로 보고 계상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곱셈, 나눗셈 및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관련된 성취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하였다. 둘째, 유의어로 쓰인 기능 동사들은 ‘기능’에 제시

된 용어로 통일하여 계상하였다. 예를 들어, ‘[4수01-07]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나눗셈의 의

미를 알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한다.’에서 ‘알기’

는 ‘이해하기’와 의미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나, 본 장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기능’

이 성취기준으로 얼마나 연계되었는지를 보고자 하므로,

기능에 제시된 용어인 ‘이해하기’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

이 성취기준에 제시된 다양한 동사를 ‘기능’에 제시된 동

사의 유의어로 간주한 예는 [Table 3]과 같다.

Verbs in ‘skills’ Synonyms in ‘achievement standards’

Understand Know

Calculate
Determine, Solve, Add, Subtract,
Find (equivalent fractions),
Distribute proportionally

Express represent

Explain discuss/describe

Draw graph represent graph

Draw tables represent tables

[Table 3] Synonyms given in ‘skills’ and ‘achievement standards’

셋째, 성취기준에서 최종 ‘성취’가 아닌 동사들이라도

동일 영역의 내용 체계표에서 ‘기능’에 제시된 동사라면

계상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도형 영역 성취기준 ‘[4수

02-10]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

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에서 ‘분류하기’는 내용 체계표

의 도형 영역에서 ‘기능’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기능 동사로

계상한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

항’은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수 학습 또는 평

가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길러줄 역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내용 체계표의 ‘기능’이나 성취기준에 표현된 기

능 동사와는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역량-기능-성취기준

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역량’과 ‘기능’ 연계 현황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

능은 총 35가지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

발 연구 Ⅱ(Park et al., 2015, pp.39-43)」에서 제시한 여

섯 가지의 수학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와 관련된 기능과

관련지어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문제 해결 역량에서는 11개의 기능(계산하기, 문제

만들기, 문제 해결하기, 분류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이

해하기, 토론하기, 표 만들기, 해석하기, 활용하기)을 제시

하였다. 추론 역량 11개(계산하기, 구별하기, 규칙정하기,

규칙 찾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개수) 세기, (수) 세기,

어림하기, 이해하기, 확인하기) 창의 융합 역량은 3개(문

제 해결하기, 추측하기, 표현하기)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13개(그래프그리기,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설명하기,

(수) 쓰기, 이름짓기, 이해하기, (시각) 읽기, (수) 읽기, 측

정하기, 토론하기, 표현하기), 정보 처리 역량은 11개(배열

하기, 분류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수집하기, 정리하기,

조직하기, 채우기, 표현하기, 해석하기, 활용하기), 태도

및 실천 역량 2개(설명하기, 이해하기)로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능들은 수학 교과 역

량에서 골고루 나타나며, 두 가지 이상의 역량에서 나타

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기능은 ‘설명하

기’로 5가지 역량(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해하기’는 4

가지 역량(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에서,

‘표현하기’는 3가지 역량(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여

러 가지 역량들을 다룰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엿볼 수 있

다. 한 가지 역량에서만 제시한 기능도 있다. ‘문제 만들

기, 표 만들기’는 문제 해결 역량에서만 제시했고, ‘구별하

기, 규칙 정하기, 규칙 찾기, (개수) 세기, (수) 세기, 어림

하기, 확인하기’는 추론 역량, ‘추측하기’는 창의 융합 역

량, ‘그래프 그리기,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수) 쓰기, 이

름짓기, (시각) 읽기, (수) 읽기, 측정하기’는 의사소통 역

량에서만 나타난다. ‘추론하기’는 ‘추론’ 역량을 표현한 것

으로 보이지만 Park 외(2015, p.40)에서 제시한 ‘추론’ 역

량에서 기능의 범주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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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ies

skills

Proble
m

solving

Reasoni
ng

Creativi
ty
and

integrati
on

Commu
nication

Informa
tion
processi
ng

Attitude
and
practice

Competencies

skills

Problem
solving

Reasoni
ng

Creativit
y and
integrati
on

Commu
nication

Informat
ion

processi
ng

Attitude
and
practice

Calculate ○ ○ Estimate ○

Distinguish ○ Name ○

Set a pattern ○ Understand ○ ○ ○ ○

Identify patterns ○ Tell time ○

Draw Graph ○ Read (numbers) ○

Draw ○ Organize ○

Decorate ○ Manipulate ○

Make ○ Fill ○

Problem-posing ○ Reason - - - - - -

Problem-solving ○ ○ Conjecture ○

Arrange ○ Measure ○

Classity ○ ○ Discuss ○ ○

Compare ○ ○ ○ Draw tables ○

Explain ○ ○ ○ ○ ○ Express ○ ○ ○

Count (howmany) ○ Interpret ○ ○

Count (numbers) ○ Confirm ○

Collect ○ Use ○ ○

Write (numbers) ○

[Table 4] Math curriculum Competencies and Elementary School Math Curriculum skills

또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Park et al., 2015, pp.39-43)」에서 역량별로 ‘하위 요

소’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문제 해결’ 역량의 하위 요소로서의 기능이 50종, ‘추론’

역량의 하위 요소로서의 기능이 46종, ‘창의 융합’ 46종,

‘의사소통’ 24종, ‘정보 처리’ 26종, ‘태도 및 실천’ 26종으

로 총 218종이다. 이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영역별로 제시된 기능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Fig. 4]와 같다. 문제 해결 22%, 추론 23.9%, 창의 융합

6.5%, 의사소통 54.2%, 정보 처리 42.3%, 태도 및 실천

7.7%이다.

[Fig. 4] The Distribution of Mathematical Competencie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위와 같이 보았을 때, 수학 교과 역량은 초등학교 수

학과 교육과정에서 각 내용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위 동

사의 형태로 연계되어 기능으로 구현되었지만 수학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들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제시된 기능을 내용 영역별로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 제시된 기능의 종

수는 13개, 도형 영역에서는 17개로 가장 많고, 측정 영역

은 14개, 규칙성 영역은 9개,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12개

제시되었다.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빈

번히 제시되었고, ‘비교하기’, 추론하기, 활용하기‘ 기능이

3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문제 만들기, (수)

쓰기, 토론하기’는 수와 연산 영역에서만 제시되었고, ‘꾸

미기, 만들기, 조작하기, 채우기’는 도형 영역, ‘(시각) 읽

기, 측정하기’는 측정 영역, ‘규칙 정하기, 배열하기’는 규

칙성 영역, ‘그래프 그리기, (개수) 세기, 수집하기, 정리하

기, 표 만들기’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만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각 기능은 내용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골고루 동사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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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Skills

Number
and

Operation
Shapes Measure-

ment
Patterns Data and

Chance
total Area

Skills

Number
and

Operation
Shapes Measure

-ment
Patterns Data and

Chance
total

Calculate 20 1 21 Estimate 3 5 8

Distinguish 3 1 4 Name - 0

Set a pattern 1 1 Understand 33 23 28 4 1 89

Identify patterns - 4 4 Tell time 2 2

Draw Graph 7 7 Read (numbers) 5 5

Draw 5 1 6 Organize 2 2

Decorate 3 3 Manipulate - 0

Make 3 3 Fill 1 1

Problem-posing - 0 Reason - - 2 2

Problem-solving - - 1 - - 1 Conjecture 1 1 2

Arrange 1 1 Measure 6 6

Classify 3 3 6 Discuss - 0

Compare 6 1 1 8 Draw tables 1 1

Explain - 2 2 2 3 9 Express 2 1 7 5 2 17

Count (howmany) 1 1 Interpret 2 2

Count (numbers) 1 1 Confirm - - 0

Collect 4 4 Use - 1 2 3

Write (numbers) 6 6 Total 76 45 58 18 29 226

[Table 5] Number of the link between ‘skills’ and ‘verbs in achievement standards ’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2. ‘기능’과 ‘성취기준’ 연계 현황

내용 체계표의 ‘기능’과 ‘성취기준’의 동사 연계 현황을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1) 수와 연산 영역

수와 연산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나타난 기능동사는

[Fig. 5]와 같이, 동사 종류는 12종, 제시 빈도수는 80회이

다. ‘(수) 세기(1회), (수) 쓰기(6회), (수) 읽기(5회), (수감

각) 기르기(1회), (식) 만들기(1회), 계산하기(20회), 비교

하기(6회), 어림하기(3회), 이해하기(33회), 표현하기(2회),

합성하기(1회)’로 이 중 ‘이해하기’와 ‘계산하기’가 현저히

많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Table 5]와 비교하

면, ‘(수) 세기(1회), (수) 쓰기(6회), (수) 읽기(5회), 계산

하기(20회), 비교하기(6회), 어림하기(3회), 이해하기(33회),

표현하기(2회)’는 연계되어 구현되었지만, ‘설명하기, 추론

하기, 토론하기, 문제 해결하기, 문제 만들기’는 제시되지

않아, 연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분해하

기’, ‘합성하기’, ‘(수 감각) 기르기’, ‘(식) 만들기’가 제시되

었는데, 이는 내용 체계표의 ‘기능’에 제시되지 않은 동사

로, ‘기능’과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와 연산 영역에

서 비연계된 ‘기능’과 성취기준에는 제시되었으나 ‘기능’이

아닌 비연계 동사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Fig. 5] The skill verb presented in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Number and Operations area

Area non-link skill non-link verb(number)

Number

and

Operations

explain decompose(1)

reason compose(1)

discuss develop (numver sense) (1)

problem solve
write (number

sentence)(1)

problem pose

[Table 6] Non-linked ‘skills’ and ‘verb’ in the Number and

Operations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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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형 영역

도형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나타난 기능동사는 [Fig. 6]

과 같이, 동사 유형은 13종, 제시 빈도수는 51회이다. ‘구

별하기(3회), 구하기(1회), 그리기(5회), 꾸미기(3회), 만들

기(3회), 분류하기(3회), 설명하기(2회), 비교하기(1회), 이

해하기(23회), 찾기(4회), 채우기(1회), 추측하기(1회), 표현

하기(1회)’로 이 중 ‘이해하기’가 현저히 많이 제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Table 5]와 비교하면, ‘구별하기(3

회), 그리기(5회), 꾸미기(3회), 만들기(3회), 분류하기(3회),

설명하기(2회), 이해하기(23회), 채우기(1회), 추측하기(1

회), 표현하기(1회)’는 연계되어 구현되었지만, ‘활용하기,

이름 짓기, 추론하기, 규칙 찾기, 조작하기, 확인하기, 문제

해결하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비연계로 볼 수 있

다. 또한, 이외에도 ‘찾기(4회), 구하기(1회), 비교하기(1회)’

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지 않은 ‘기

능’으로, ‘기능’과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형 영역에

서 비연계된 ‘기능’과 성취기준에는 제시되었으나 ‘기능’이

아닌 비연계 동사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7]과 같다.

[Fig. 6] The skill verb presented in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Shapes area

Area non-link skill non-link verb(number)

Shapes

use find(4)

name determine(1)

reason compare(1)

identify patterns

manipulate

confirm

problem solve

[Table 7] Non-linked ‘skills’ and ‘verb’ in the Shapes domain

3) 측정 영역

측정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나타난 기능동사는 16종으

로, 총 70회 제시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Fig. 7]과

같이, ‘(양감을) 기르기(1회), 계산하기(1회), 구별하기(1

회), 구하기(5회), 그리기(1회), 문제 해결하기(1회), 비교

하기(1회), 설명하기(1회), (시각) 읽기(2회), 어림하기(5

회), 이해하기(28회), 인식하기(6회), 추론하기(2회), 측정

하기(6회) 표현하기(7회), 활용하기(1회)’로 ‘이해하기’가

현저히 많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Table 5]와

비교하면, 측정 영역의 모든 ‘기능’이 성취기준으로 구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에서 ‘인식하기(6

회), 구하기(5회), (양감) 기르기(1회)’가 제시되었는데, 이

는 내용 체계표의 ‘기능’에 제시되지 않은 동사로, ‘기능’

과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측정 영역에서 비연계된

‘기능’과 성취기준에는 제시되었으나 ‘기능’이 아닌 비연계

동사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8]과 같다.

[Fig. 7] The skill verb presented in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Measurement area

Area non-link skill non-link verb(number)

Measurement

recognize(6)

- determine(5)

develop sense (of

length)(1)

[Table 8] Non-linked ‘skills’ and ‘verb’ in the Measurement domain

4) 규칙성 영역

규칙성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나타난 기능 동사는 8종

으로, 총 20회 제시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Fig. 8]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역량, 기능, 성취기준 연계성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367

과 같이, ‘계산하기(2회), 규칙 정하기(1회), 규칙 찾기(4

회), 배열하기(1회), 설명하기(2회), 이해하기(4회), 추측하

기(1회), 표현하기(5회)’로 ‘표현하기’, ‘규칙 찾기’와 ‘이해

하기’가 가장 빈번히 제시되었다. 이를 [Table 5]와 비교

하면, ‘규칙 정하기(1회), 규칙 찾기(4회), 배열하기(1회),

설명하기(2회), 이해하기(4회), 추측하기(1회), 표현하기(5

회)’로 대부분의 ‘기능’이 성취기준으로 구현되었지만 ‘문

제 해결하기’, ‘확인하기’ 기능은 성취기준으로 구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취기준에서 ‘풀기’, ‘비례배

분하기’ 등 ‘계산하기(2회)’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내용 체

계표의 규칙성 영역의 ‘기능’에 제시되지 않은 동사로, ‘기

능’과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규칙성 영역에서 비연

계된 ‘기능’과 성취기준에는 제시되었으나 ‘기능’이 아닌

비연계 동사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9]와 같다.

[Fig. 8] The skill verb presented in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Patterns area

Area non-link skill non-link verb(number)

Patterns
problem solve calculate(2)

confirm

[Table 9] Non-linked ‘skills’ and ‘verb’ in the Patterns domain

5) 자료와 가능성 영역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나타난 기능 동사

는 14종으로, 총 31회 제시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Fig. 9]와 같이, ‘(개수) 세기(1회), 계산하기(2회), 그래프

그리기(7회), 분류하기(3회), 비교하기(1회), 설명하기(3회),

수집하기(4회), 이해하기(1회), 정리하기(2회), (예)찾기(1

회), 표 만들기(1회), 표현하기(2회), 해석하기(2회), 활용

하기(2회)’로 ‘그래프 그리기’, ‘규칙 찾기’와 ‘이해하기’가

가장 빈번히 제시되었다. 이를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기

능’과 비교한 [Table 5]에 따르면, ‘(개수) 세기(1회), 그래

프 그리기(7회), 분류하기(3회), 비교하기(1회), 설명하기(3

회), 수집하기(4회), 이해하기(1회), 정리하기(1회), 표 만

들기(1회), 표현하기(2회), 해석하기(2회), 활용하기(2회)’

로 대부분의 ‘기능’이 성취기준으로 구현되었으나 ‘문제

해결하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성취기준에서 ‘계산하

기(1회)’, ‘(예) 찾기(1회)가 제시되었는데, 이 동사는 내

용 체계표에 제시된 ‘기능’ 또는 그것의 유사어로 분류하

기 곤란한 동사이므로, 내용 체계표의 ‘기능’과 연계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비연계된 ‘기

능’과 성취기준에는 제시되었으나 ‘기능’이 아닌 비연계

동사를 정리하면 [Table 10]과 같다.

[Fig. 9] The skill verb presented in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Data and Chance area

Area non-link skill
non-link
verb(number)

Data and chance
problem solve calculate(1)

fine examples(1)

[Table 10] Non-linked ‘skills’ and ‘verb’ in the Data and

Chance domain

Ⅴ. 결론 및 시사점

2015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방향에 맞추어 수학과에서

도 핵심 역량 구현을 개정의 중점으로 보고 교육과정 문

서에 교과 역량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다. 여섯 가지의

수학 교과 역량을 도출한 후, 역량의 하위 요소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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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위한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를 초중고 각 학교급

의 내용 체계표에 동사 형태의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그

리고 내용 체계표에 반영된 ‘기능’은 ‘학년(군)별 내용 요

소’와 결합하여 문장 형태의 구체적인 성취기준으로 구현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반영하여 ‘역

량’이 ‘기능’으로, ‘기능’이 ‘성취기준’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Ⅱ, Ⅲ, Ⅳ장에 걸친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학 교과의 여섯 가지 역량은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35종의 ‘기능’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Park et

al., 2015, pp.39-43)」에서 역량별로 ‘하위 요소’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상세히 제시된 기능들에 비해서는 문제

해결 역량과 관련하여 22%, 추론 23.9%, 창의 융합 6.5%,

의사소통 42.3%, 정보 처리 42.3%, 태도 및 실천 7.7%가

제시되는데 그쳤다. 제시된 기능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

면,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비교하기, 추론하기, 활용하기’가 제

시되어, 이러한 기능들이 초등학교 수학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35종의 ‘기능’은 내용 체계표상으로는 각 내용 영역에 골

고루 제시되어 있으나, 영역별 성취기준에 동사로 반영되

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문제 해결하기’는

내용 체계표상에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제시된 기능인데, 측정 영

역에서만 성취기준으로 1번 제시될 뿐, 다른 영역에서는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추론하기’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영역의 기능으로 되어 있으나, 성취기준으로는

측정 영역에서만 2번 제시되었고 수와 연산, 도형 영역에

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능들로, ‘규칙 찾기’, ‘문

제 만들기’, ‘설명하기’, ‘이름짓기’, ‘조작하기’, ‘추론하기’,

‘확인하기’, ‘활용하기’ 등의 기능들도 모두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영역에서 성취기준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셋째,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능’들은

성취기준으로 구현됨에 있어 특정 기능들을 중심으로 편

중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어떤 기능들은 구현되지 않

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해하기’는 성취기준 동

사로 89회 제시되었고, ‘계산하기’는 21회, ‘표현하기’ 17

회, ‘설명하기’ 9회, ‘비교하기’, ‘어림하기’가 8회 등의 순

으로 빈번히 제시되었다. 특히 ‘이해하기’의 경우는 제시

된 기능 동사 총 226회에 대비하여 39.4%를 차지하고 있

어,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해하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계산하기’의 경우도 전체

대비 9.3%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문제

만들기’, ‘이름짓기’, ‘정리하기’, ‘조작하기’, ‘토론하기’, ‘표

만들기’, ‘해석하기’, ‘확인하기’는 성취기준으로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기능들은 성취기준으로 연

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별 성취

기준에 반영된 기능의 종류는 내용 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 제시된 동사는 12종으로

총 80회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이해하기(33회)’, ‘계산하기

(20회)’가 가장 빈번히 제시되었으므로 이러한 기능이 강

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형 영역에서 제시된 동사

는 13종으로 총 51회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이해하기(23

회)’가 가장 빈번히 제시되었다. 측정 영역에서 제시된 동

사는 16종으로 총 70회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이해하기(28

회)’가 가장 빈번히 제시되었다. 규칙성 영역에서 제시된

동사는 8종으로 총 20회 제시되었으며, 그 중 ‘표현하기(5

회)’, ‘규칙 찾기(4회)’, ‘이해하기(4회)’가 빈번히 제시되었

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제시된 동사는 14종으로 총

31회 제시되었으며, 그 중 ‘그래프 그리기(7회)’가 가장 빈

번히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초등학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별 성

취기준에 반영된 기능의 종류는 내용 영역별로 다양하며,

내용 체계표의 ‘기능’이 아닌 동사들도 성취기준에 다양하

고 빈번하게 제시되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분해하

기(1회), 합성하기(1회), (수감각) 기르기(1회), (식) 만들

기(1회)’, 도형 영역에서는 ‘찾기(4회), 구하기(1회), 비교하

기(1회)’, 측정 영역에서는 ‘인식하기(6회), 구하기(5회),

(양감) 기르기(1회)’, 규칙성 영역에서는 ‘계산하기(2회)’,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계산하기(1회), (예) 찾기(1회)’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을 영역별

로 수학 교과 역량과 관련된 기능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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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았을 때,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구현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기능’ 제시의 타당성과 체계성을 보다 확보할 필

요가 있다. Yang(2019)은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을 이해하는데 ‘기능’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

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영역별로 기능

과 성취기준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의 기능은

성취기준으로 연계되지 않았고, 기능에 제시되지 않은 동

사가 성취기준에서 제시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역량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보다 면밀히 추출하여 제시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역량과

기능, 학년군별 성취기준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진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역량과 기능을 먼저 면밀히

연계하여 개발한 후 이를 성취기준으로 반영하여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내용 요소와 어떠한 기능이 결합되어 성

취기준으로 제시되면 이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

으로서 구체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동일한 내용 요소

라 하더라도 결합되는 기능 요소가 다르면 이를 통해 학

생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역량의 질은 달라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요소가 ‘짝수와 홀

수’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한국과 호주는 제시하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실생활 장면에서 짝수와 홀

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라고 제시한 반면, 호주는

‘짝수나 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탐구하고 짝수와 홀수

를 정의한다3)’로 제시(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ACARA], 2015)하였다. 이에 따르

면, 한국 학생들은 짝수와 홀수를 직관적 수준에서 이해

하는 것까지 수행하며, 호주 학생들은 짝수나 홀수의 조

건을 탐구하며, 이를 반영하여 짝수나 홀수를 정의하기까

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과서,

수업, 평가로까지 이어지며, 결국 양국 학생이 동일한 학

습 요소에 대해 학습하더라도 갖추게 되는 역량에는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성취기준에서 교과 역량을 성취기준에 보다 구

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역

량을 수학과 목표에 내포하고, 내용 체계표와 성취기준에

3) Investigate the conditions required for a number to be odd or

even and identify odd and even numbers(ACARA, 2015)

반영하고 ‘교수 학습 방법’에 명시하였지만, 여전히 수학

과의 내용 요소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연구 결과에서 ‘이해하기’와 같이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동사를 성취기준에서 지나치게 빈번히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그동안 교과

의 성취기준이 과도하게 ‘안다/이해한다’에 집중되어 지식

습득 위주의 내용 기준이 되어 왔던 것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수행 측면의 성취기준을 강화(Ministry of

Education, 2015b, p.14)하고자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내용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기능

동사를 성취기준에 제시하여 교사들이 교수의 초점에 맞

추기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로,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교사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고자

하는 교육과정 정책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세부적인 기

능 동사가 포함된 성취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보다 포괄

적으로 제시하여 필요 또한 있다.

Grade Curricular Competencies

K-5

• Use reasoning to explore and make connections

• Estimate reasonably

• Develop mental math strategies and abilities to

make sense of quantities

• Use technology to explore mathematics

• Model mathematics in contextualized experiences

6-9

• Use logic and patterns to solve puzzles and play

games

• Use reasoning and logic to explore, analyze, and

apply mathematical ideas

• Estimate reasonably

• Demonstrate and apply mental math strategies

• Use tools or technology to explore and create

patterns and relationships, and test conjectures

• Model mathematics in contextualized experiences

[Table 11] Mathematics K-9 Curricular Competencies(British

Columbia, 2020)

셋째, 수학 교과 역량에 대해 성취기준 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학년(군)에 맞게 차별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Kim, Park, Lee(2015)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에 이르기까지 ‘마치 분배법칙을 적용하

듯’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가 동일하게 진술된 것에 대

해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는 마찬가지로, 학교급별 또는 학년(군)별로 학생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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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준과 학습 내용에 따라 수학 교과 역량에 대한 ‘교

수 학습 방법’을 달리 진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브리

티시 콜롬비아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Table 11]과

같이, 교과 역량을 학교급에 따라 구분하여 진술한다. 이

렇게 제시하는 경우, 교과서 집필자나 교사가 특정 학년

의 수준에 맞게 초점을 맞추어 역량 지도를 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넷째, Kim, Kim(2019)에서도 제안하였듯이, 내용과 관

련된 역량을 별도의 상세한 내용 해설로 제시하여 교육

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가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

량 구현의 모습을 파악하고 수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호주의 초등학교 수학

과 교육과정은 상세한 기능 동사가 담긴 ‘내용 해설

(content descriptions)’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역량 구현의 결과를 가늠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교

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를 통해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과 교수 학습의 중점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다 상세화하고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요구와 가치가 변화하더라도 수학 교과에서 기

초가 되는 학습 내용의 중요성은 덜해지지 않는다. 그러

나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

갈 수학적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수학 교과의 학습

내용과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보고 개발할 필요가 있

다. 교육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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