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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수학과 교과역량으로서의 정보처리 능력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고 있는지 교과서 분석을 통해 탐구하였다.

중학교 1-3학년 10종 30권 교과서의 191개 과제를 정보처리 능력 하위요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하위요소별, 교과서별

로 차이가 컸으며 공통적으로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에 매우 치우쳐 있었다. 과제 유형별로도 해석과 적용 방법의

다양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처리 능력 함양을 위한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as one of the mathematical competencies

has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in mathematics education by analyzing tasks in middle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unde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Based on the sub-elements of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organized by Park et al.(2015), we analyzed 191 tasks in 30 different middle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Also, we investigated the meaning of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embedded in the tasks by distinguishing the characteristics of several different types of task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the number of tasks related to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in

mathematics textbooks was too small and there was a huge difference across the textbooks in terms of the

sub-elements. Even though there were four sub-elements of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the use of

manipulative and technological tools’ was extremely dominant in the tasks in general. Even many of them used

technology and manipulatives superficially. Furthermore, any textbook did not provide tasks dealing with all the

four sub-elements. Such an unbalanced and fragmented approach to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could

produce biased knowledge and insufficient experiences for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It calls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about how to improve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in schoo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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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 종합계획(안)”에 따

르면, 2024년까지의 수학교육 비전을 “지능정보사회의 소

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p.7)으로 하여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AI 수학 등 교과

목 재구조화 및 교육체계 개선”, “역량 중심 수학교육을

위한 수업 평가 혁신”, “공학적 도구 활용 등 수학 탐구

활동 강화” 등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수 포

함되어 있어 그 필요성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20).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 국제기구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되

고 있다. PISA 2022는 수학 소양(mathematical literacy)

의 21세기 역량으로 정보 활용(information use)과 시스템

사고력(system thinking)을 제시하였고(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8),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는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

information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등 정보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Catts & Lau, 2008; Law, Torre, &

Wong, 2018; UNESCO, 2013).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

아 주는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도구로 디지털 리터러

시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B.C. Ministry of

Education, 2013), 호주 역시 교육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활용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교과를 통해 역량을 기르

도록 하고 있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n.d.). 비록 목적과 비전에 따라

‘ICT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료

와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차 교육과정에서 공학적 도구 활용을 언

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처리

능력이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

론의 핵심역량으로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수학 교과 핵

심역량(이하, 교과역량)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설정하고

하위요소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칭들이 다소

상이하고 그 의미나 강조하는 바에도 차이가 있었다(Kim

& Kim, 2020). 물론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달리 설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처리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에 대한 공통된 합의는 필요하며 특히 교과 내에서의 합

의는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정

보처리 능력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

행된 교육과정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자(Valverde

et al., 2002) 교육과정이 구현된 실체로서 학교 교수·학습

의 기반이 되는 교과서(Jones & Fujita, 2013; Reys,

Reys, & Chávez, 2004; Usiskin, 2013)를 분석함으로써

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서 제시한 정보처리 능력이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어

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정보처리 능력

함양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여 향후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실천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요소(Park et al., 2015)를 분석틀로 하여 중학교 수학

교과서의 과제들에서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 요소가 교과

서별, 수학 내용 영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

보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과제 유형별, 하위요소

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탐구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과역량으로서의 정보처리 능력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서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각 교과별

교과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함양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역량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를 수 있는 능력이며

(Han et al., 2017),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과

교육과정 전 맥락에서 교과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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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elements Descriptions Skills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Ability to search for and generate appropriate data

and information in realistic and mathematical

situations”(Kim, Kim, & Lee, 2019, p.307)

collecting, investigating,

recording, locating, generating

Organizing and

analyzing data

and information

“Ability to categorize, arrange, organize, analyze, and

evaluate the collected data and information according

to purpose”(Kim, Kim, & Lee, 2019, p.307)

expressing, sorting, organizing,

listing, arranging, comparing,

grouping, analyzing, classifying,

visualizing, evaluating

Interpre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Ability to correctly understand, interpret, synthesize,

and utilize the meaning embedded

regarding to the analyzed information“(Kim, Kim, &

Lee, 2019, p.307)

predicting, explaining,

interpreting, synthesizing,

utilizing

Using technological

tools and teaching

aids

“Ability to choose and use technological tools and

teaching aids appropriately to explore mathematical

ideas and concepts and to solve problems”(Kim,

Kim, & Lee, 2019, p.307)

selecting, manipulating, using

technologies, visualizing

[Table 1] Sub-elements, descriptions, and skills of information processing in mathematics (Park et al., 2015, p.42)

(Park et al., 2015).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지

식정보처리 역량은 수학교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Lim & Jang, 2016), 교과역량인 ‘문제해결’, ‘추론’, ‘정보

처리’와도 관련되어 있다(Lee, Beak, & Lee, 2017).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핵심역량의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 ‘정보처리 능력’은 수많은 정보에서 목적에 맞는 적

절한 정보를 매체를 활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고(Yoon et al., 2007), 정보와 관련된 윤리도 포

함하기도 하였다(Lee et al., 2008). 하지만 이후 진행된

연구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

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MOE, 2018, p.2)

으로 정의되었고 정보와 관련된 윤리는 삭제되었다.

수학과의 경우,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1)

에서는 핵심역량을 선언적으로 제시한 반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성격, 성취기준, 교

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등에서 교과역량을 안내하고 연

구기관을 통해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급하는 등 교과역량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 수학과의 교과역량으로서의 정보처리 능력

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 적절

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MOE, 2015, p.4)으로 정의되

었으며 [Table 1]과 같이 ‘자료와 정보 수집’, ‘자료와 정

보 정리 및 분석’, ‘정보 해석 및 활용’,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을 하위요소로 정하고 각 하위요소의 기능을

안내하고 있다(Park et al., 2015).

비록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요소별로 설명하였지만,

Park 외(2015)에 따르면, 정보처리 능력은 학생들이 “실

생활 및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탐

색 및 생성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목적에

맞게 분류, 정리 분석,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 분석한

정보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해석, 종합, 활

용할 수 있다”(p.42)는 것으로 하위요소가 서로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작용하는 집합체로서 하나의 실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처리 능력은 별개의 하위요소로 제

각각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위요소의 모든 기능들이

융합적으로 작용될 때 함양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 방식이 역량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핵

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교과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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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Cho & Kang, 2018; Hong, 2017; Hong et al., 2016; Lee

et al., 2019). 수학 교과역량 측면에서도 정보처리 능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낮고(Hong et al., 2016; Hwang &

Kim, 2018),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제도 부족

하며 하위요소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등(Kim,

Kim, & Lee, 2019; Kim, Pang, & Hwang, 2020; Yoon,

Lee, & Kwon, 2019)의 문제점들이 정보처리 능력 함양의

잠재적 저해 요인들로 나타났다.

2. 교과역량과 교과서 분석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이 수업활동과 같은 실행

된 교육과정으로 전이될 때 교과서는 두 교육과정을 이

어주는 잠재적 실행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

(Schmidt et al., 1997; Valverde et al., 2002)을 하기 때

문에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교과서 분석도 교육과정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관련된 교

과서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를 통해 ‘교과역량’, ‘수학’, ‘교과서’를 키워

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KCI에 등재된 연구물 11편을 추출하였다. 그 중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교과역량 과제들의 인

지 수준을 분석한 Choi(2019)의 연구를 제외하고 초등 2

편, 중등 8편으로 총 10편을 살펴보았다. 정보처리 역량

분석을 포함한 연구물은 6편이었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제의 수가

상당히 적었다. Kim, Pang, Hwang(2020)에 따르면, 초등

학교 수학 교과서를 분석할 때 하나의 과제에 여러 개의

역량 또는 하위요소로 코드화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중복

코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 능력에 해당하

는 과제 수가 상당히 낮았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나타난 정보처리 능력이 초등학교 5-6학

년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Kim &

Kim, 2020), 다른 교과역량에 비해 과제 수가 가장 적었

다. 이로부터 교육과정 측면에서 초등학교 5-6학년군 보

다 더 낮은 정보처리 능력의 비중을 가지는 학교급(학년

군)은 훨씬 더 적은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로부터 중등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된 과제의 비중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Kim, Kim, & Lee, 2019; Lee, 2020; Yoon, Lee, &

Kwon, 2019).

둘째, 특정 하위요소에 치우쳐져 있었다. 과제의 빈도

수도 적은 상황에서 하위요소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는 것은 특정 요소만 학습함으로써 정보처리 능력을 일

련의 과정으로 경험하거나 종합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충

분히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서마다 강조하

여 다루는 교과역량과 하위요소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

다는 것은 교과서 검정기준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

기도 하지만(Lee, 2020), 교과서 저자마다 교과역량에 대

해 이해하고 중요도를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하위요소의 빈도수와 사례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

치고 있었다. 정보처리 능력의 각 하위요소에 대해 살펴

보지만 총체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하위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과제가 갖는 특징이나 하나의

실체(entity)로서의 정보처리 능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

었다.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과 간뿐만 아니라 교과 내

연속성, 일관성, 연결성, 통합성, 균형을 고려해야하며

(Kim & Kim, 2020), 이와 동시에 역량 내 하위요소의 연

결성, 통합성, 균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3학년 수학 교과서의 정보처리 능

력 관련 과제를 분석하여 과제에서 나타난 정보처리 능

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교과서별, 하위요소별로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한 중학

교 1-3학년 수학 교과서 10종 30권이며 정확한 의미 해

석을 위해 교과서 지도서의 지침을 참고하였다.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사항으로 교과역량을 강

조하고 있으며 교과서 역시 이를 반영하여 교과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 코너를 따로 제시하거나, 문항 또는

과제에 관련 교과역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 전체 과제보다는 교과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제로 명기(明記)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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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보다 면밀히 비교하

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

제에 ‘정보처리’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 역시 교과서 저

자의 의도와 해석이 반영된 것이므로 ‘정보처리’로 명시된

과제를 분석 단위로 정하였다. 실제로 10종(30권)의 교과

서 중 2종(6권)의 교과서는 ‘추론’, ‘의사소통’, ‘태도 및 실

천’ 등 교과역량과 관련된 과제에 표기를 했지만 ‘정보처

리’ 표기를 한 과제는 전혀 없었다. 이 2종의 교과서 중 1

종의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 구성 해설에서 대단원의

‘공학적 도구와 교구를 이용한 활동인 ’컴퓨터로 하는 수

학‘이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지만 실

제 교과서의 ’컴퓨터로 하는 수학‘에서는 ’정보처리’ 문구

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1종의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

서는 정보처리 능력에 대한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만 안

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종(30권)의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였지만, ‘정보처리’ 문구 표기가 있는 과제만

추출하기로 분석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하위요소 분석에

서는 8종(24권) 교과서의 과제의 결과만 제시할 것이다.

다음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8종(24권)의 수학 교과

서에서 추출한 ‘정보처리’ 관련 과제는 총 191개였다.

Textbooks The number of tasks

T-A 24

T-B 28

T-E 18

T-F 8

T-G 15

T-H 60

T-I 22

T-J 16

Total 191

[Table 2] The number of tasks by textbook

2. 분석 방법

[Table 1]을 분석틀로 정하여 [Table 3]과 같이 하위요

소별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각 하위요소마다 ‘자료와 정보

수집하기’는 C, ‘자료와 정보 정리하고 분석하기’는 O, ‘정

보 해석하고 활용하기’는 I,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하

기’는 T로 코드를 정하고 총 191개의 과제를 코드에 따

라 분류하였다. 분석 단위는 과제로 설정하여 과제가 두

개 이상의 문항을 포함하더라도 하나의 과제로 보고 코

딩하였으며, 하나의 과제가 두 개 이상의 하위요소를 포

함한 경우 중복 코딩하여 코드명에 해당 하위요소를 모

두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과제 유형 IP-OT는 ‘자료와

정보 정리 및 분석’ O와 ‘공학적 도구 및 교구의 활용’ T

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이다.

분석은 SPSS ver.21 프로그램으로 다중응답(중복코딩)

빈도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행하여 각 교과

서별, 수학 내용 영역별로 하위요소의 분포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제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과제에 부여한 코드들을 의미에 따라 재분

류하여 각 하위요소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하기(T)’로 분류된 과제더라도 내용에 따라 공

학적 도구를 단순히 소재로만 언급하는 과제와 공학적

도구를 직접 조작하는 활동으로 제시하는 과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보처리 능력 분석틀에 비추어 과제의 내용을 질

적 분석하여 하위요소별로 특징을 찾고 정보처리 능력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하였다.

Codes Sub-elements

C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O
Organizing and analyzing data and

information

I Interpre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T Using technological tools and teaching aids

[Table 3] Sub-elements and Codes

Ⅳ. 결과분석 및 논의

1. 교과서별, 수학 내용 영역별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

요소 분포

‘정보처리’를 명기하지 않은 2종을 제외한 중학교 1-3

학년 8종(24권) 수학 교과서에서 191개의 과제를 추출하

고 중복코딩을 허용한 결과 총 277개의 코드를 부여하였

으며, 이는 과제 하나 당 평균 1.47개의 하위요소를 포함

하고 있는 셈이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교과

서별 정보처리와 관련된 과제 개수도 적게는 8개, 많게는

60개까지 큰 차이가 있었지만 과제 수뿐만 아니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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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OVA results of tasks by sub-element

Textbook

Element 　
T-A T-B T-E T-F T-G T-H T-I T-J MS  sig.

C

M 0.11 0.38 0.3 0.13 0.50 4.78 0.00***

SD 0.31 0.52 0.46 0.34

SE 0.06 0.18 0.06 0.09

O

M 0.42 0.61 0.39 0.50 0.27 0.34 0.52 0.38 0.29 1.18 0.32

SD 0.50 0.50 0.50 0.53 0.46 0.48 0.51 0.50

SE 0.10 0.09 0.12 0.19 0.12 0.06 0.11 0.13

I

M 0.13 0.05 0.05 0.06 0.03 0.90 0.51

SD 0.35 0.22 0.22 0.25

SE 0.13 0.03 0.05 0.06

T

M 1.00 0.96 1.00 1.00 1.00 0.64 0.95 0.88 0.68 6.97 0.00***

SD 0.19 0.48 0.22 0.34

SE 0.04 0.06 0.05 0.09

* Abbreviation: mean[M], standard deviation[SD], standard error[SE], mean square[MS], Textbook something[T-something].
** Blanks mean zero(0)
*** p < .01

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Fig. 1]은 8종 수학 교과서에서 교과서별로 정보처리 능

력의 하위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Distribution of sub-elements in and between

textbooks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네 개의 하위요소를 모두 제시

한 교과서는 T-F, T-H, T-J 뿐이었으며, 두 개의 하위

요소만 제시한 교과서는 T-A, T-E, T-G 교과서로 모두

하위요소 O와 T만 포함하고 있었다. 그 외의 하위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작았다. 예를 들어, 하위요

소 I는 4개의 교과서에서만 나타났고 각 교과서 내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

제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하위요소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전체 하위요소에 따른 교과

서 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계값

은 2.779, 유의확률은 0.042으로 유의수준 .05에서 교과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하위요소

별 교과서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Table 4]의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C와 T는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교과서간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는 ‘자료와 정보 수집하기’(C)는 물

론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

용’(T) 조차도 교과서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Table 5]에서 전체 비율로 보더라도, 중복코딩임

에도 불구하고 277개의 코드수의 하위요소별 비율이 C

26개(9.4%), O 80개(28.9%), I 6개(2.2%), T 165개(59.6%)

로 I의 비율이 2.2%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T는 I의

약 27배가 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자료와 정보 수집’과 ‘공학적 도구 및 교

구 활용’만 제시되었고 그 중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Kim & Kim, 2020). 교

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바를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

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 하위요소들도 교과서에서는

과제를 통해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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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sub-elements by mathematical content area

Frequency

(%)

Number &

Operations

Variables &

Expressions
Functions Geometry

Probability &

Statistics
Total

C 3 (1.1%) 3 (1.1%) 4 (1.4%) 5 (1.8%) 11 (4.0%) 26 (9.4%)

O 0 (0.0%) 3 (1.1%) 26 (9.4%) 25 (9.0%) 26 (9.4%) 80 (28.9%)

I 0 (0.0%) 0 (0.0%) 1 (0.4%) 2 (0.7%) 3 (1.1%) 6 (2.2%)

T 14 (5.1%) 15 (5.4%) 48 (17.3%) 59 (21.3%) 29 (10.5%) 165 (59.6%)

Total 17 (6.1%) 21 (7.6%) 79 (28.5%) 91 (32.9%) 69 (24.9%) 277 (100.0%)

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모두 특정 하위요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정보처리 능력의 측면에

서 볼 때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8종 교과서

중 3종은 4개 하위요소 중 2개만 다루고 있어 정보처리

능력을 고루 갖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

도 교과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용 영역별로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요소 분포를 살펴

보면 [Table 5]와 같이 내용 영역마다 정보처리 능력의

비율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하위요소의 비율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처리 능력은 ‘수와 연

산’, ‘문자와 식’, ‘확률과 통계’, ‘함수’, ‘기하’ 순으로 높아

져 ‘기하’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Kim, Kim, Lee(2019)에

따르면, 중학교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정보처리 능

력을 기르기에 적합한 내용 영역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정보처리 능력을 가장 많이 반영한 내용 영

역은 기하였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초·중등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전체를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요소를 기준으

로 분류했을 때 ‘문자와 식’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

면, ‘기하’ 영역은 교과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Kim & Kim, 2020). 또한, ‘수

와 연산’ 영역은 C와 T만 제시하고 있었고, ‘문자와 식’

영역은 I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소 C, O, T를 제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영역은 다소

비율 차이가 있었지만 과제를 통해 모든 하위요소를 다

루고 있었다. 교육과정 문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정보

처리 능력과 강조하고 있는 하위요소의 비율의 편차가

매우 컸다. 내용 영역별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하위요소의

능력과 기능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과서별, 수학 내용 영역별로

하위요소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위요소가 고루 분포되기 보다는 특정 하

위요소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과제가 하위요소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2. 하위요소별 과제의 특징

1) 교과서별 과제의 유형

하나의 과제에서 얼마나 많은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소의 개수에 따

라 과제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하위요소 1개를 포함하는 과제는 114

개(59.7%), 하위요소 2개를 포함하는 과제는 67개(35.1%),

하위요소 3개를 포함하고 있는 과제는 10개(5.2%)로 나타

났고 하위요소 4개를 모두 포함하는 과제는 없었다. 또한

교과서간 과제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F통계값은 1.867,

유의확률은 0.004로 유의수준 .05에서 교과서 간의 과제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하위

요소 1개만을 다루는 과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하

위요소 1개 또는 2개만 다루는 과제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들이 유기적

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으로 파편

화하여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렇게 일

부 하위요소만 다루는 과제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하위요

소가 1개인 과제 중 IP-T 유형의 과제가 전체의 거의 절

반(48.7%)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요소가 2개인 과

제 역시 IP-OT 유형이 전체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매우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위요소의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하위요소 3개를 포함

한 과제는 T-B, T-I, T-J교과서에서만 소수 제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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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tribution of types of tasks

The number of

sub-elements
Type of tasks Frequency (%) Sub-total

One sub-element

IP-C 12 (6.3%)

114 (59.7%)
IP-O 8 (4.2%)

IP-I 1 (0.5%)

IP-T 93 (48.7%)

Two sub-elements

IP-CO 1 (0.5%)

67 (35.1%)

IP-CI 1 (0.5%)

IP-CT 4 (2.1%)

IP-OI 2 (1.0%)

IP-OT 58 (30.4%)

IP-IT 1 (0.5%)

Three sub-elements

IP-COI 1 (0.5%)

10 (5.2%)IP-COT 7 (3.7%)

IP-OIT 2 (1.0%)

Total 191 (100.0%)

하위요소 4개를 모두 포함한 과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나 정보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는

과제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

2) 각 하위요소별 특징

각 하위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미루어 짐작해보

면, 동일한 유형의 과제로 분류되었어도 과제에서 요구하

는 정보처리 전략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과제 내에서

각 하위요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정보처리의 어떤 능

력을 강조하는지 실제 교과서를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

(1) 자료와 정보 수집(C)

‘자료와 정보 수집’은 실생활 문제나 수학적 문제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이다(Park et al., 2015). ‘탐색하기’, ‘조사하기’, ‘기록하기’,

‘생성하기’, ‘수집하기’ 등의 하위요소 중 교과서는 주로

‘탐색하기’, ‘조사하기’에 치우쳐 있었으며 실생활 문제 상

황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과제는 상당히 적었다.

교과서별 하위요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T-B, T-F,

T-H, T-J 교과서에서만 나타났고, 그 중 T-H는 18개로

가장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Fig. 2]의 T-B교과서 과제는 ‘우리 반 학생들의 허리둘

레’를 직접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특징을 살

펴보는 문제이며 실생활의 실제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

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를 예로 든 것이다. 하지만 ‘자료

와 정보 수집’이 나타나지 않은 대부분의 과제는 실생활

소재의 자료나 정보를 직접 제시하거나 컴퓨터로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었다.

T-B Mathematics 2(Ju et al., 2019, p.255)

[Fig. 2] An example of code C (1)

[Fig. 3]은 ‘자료와 정보 수집’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

절한 데이터를 수집한다”(Park et al., 2015)는 측면에서

자료를 찾도록 요구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명확하거나 문

제 해결이 요구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데이

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T-H 교

과서는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와 달리 수학 내용 영역의

학습뿐만 아니라 대단원마다 ‘수학으로 통하다’라는 프로

젝트 활동을 통해서도 정보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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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수학으로 통하다’는 수학의 가치

를 인식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이 목적인 섹션이며,

실생활 맥락에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활동

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처리 능력

함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보다 명확한 부가적인 활

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ig. 3]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윤리

적 태도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처리 능력의 선행연구에서 Lee 외

(2008)는 ‘정보 윤리’를 제시하였지만 결국 핵심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지식정보

화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교과역량에

서는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T-H Mathematics 1(Chang et al., 2018, p.277)

[Fig. 3] An example of code C (2)

(2) 자료와 정보 정리 및 분석(O)

‘자료와 정보 정리 및 분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기준에 따라 자료와 정보를 분류하거나 정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며 기능으로 표현하기, 분류하기, 정리하

기, 열거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시각화하기, 평가하기

등이 있다(Park et al., 2015). 교과서 과제도 공학적 도구

를 활용하는 것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제시되고 있었지

만 ‘특징을 살펴보자. 관찰해 보자.’ 등의 포괄적이고 일반

적인 질문이 대부분이라 분석 인지 과정에서 다양한 인

지 과정과 기능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다음 [Fig. 4]는 IP-COT 유형 과제의 한 예로 생활 주

변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매체로 수집(C)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포물선 모양을 의미하는 이차함수의 식을

찾는 문제이다(O, T). [Fig. 4]의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살펴보면, 이 과제는 실생활 상황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에 맞는 이차함수 식을 찾은

후, 이차함수 식에서 축의 방정식, 꼭짓점의 좌표, 축과

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산술적인 활동을 통해 그래프

의 특징을 살펴보는 활동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함수   의 , ,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을 관찰하고 각 변수가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진

행방법),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가 안내하는 내용만으로는

함수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수학적 원리 측면에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나 과제를 추가하고, 생활 주변에서 포물선

모양을 담은 소재를 찾을 때 자료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포물선과 닮았지만 소재가 실제로 포물선이 아닌 경우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는 어떤 식이 가장 가깝다고 판단

할지 등 논의하거나 분석하는 과정도 추가하여 보다 풍

부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보처리 능력 함양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J Mathematics 3

(Lee et al., 2020, p.137)

Teachers’ guidebook

(Lee et al., 2020, p.307)

[Fig. 4] An example of a textbook and a teachers’ guidebook

of code O

(3) 정보 해석 및 활용(I)

‘정보 해석 및 활용’은 정보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며, 이 하위요소의 능력을 함양

하기 위해 ‘예측하기’, ‘해석하기’, ‘종합하기’, ‘활용하기’의

기능을 강조한다(Park et al., 2015). 하지만 대부분의 과

제는 시각화된 자료를 읽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었으며,

해석 단계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또한 과

제의 발문을 통해 내재된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과정에

서 예측하거나 설명, 해석하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활용하기’의 기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Fig. 5]는 여러 가지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

찰하는 과제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면, 단순히 임의의

다각형의 꼭짓점을 움직이면서 모양을 다르게 했을 때



김은현, 김래영398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만 구하고 비교하

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 각형으로 점

차 확장했을 때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

을 관찰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하여 수학적 사실을 추론

하거나 일반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관찰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관찰로부터 얻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가는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를 일반

화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제가

추가된다면 정보처리 능력에서 요구하는 활용 능력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I Mathematics 1

(Lew et al., 2018, p.199 )

Teachers’ guidebook

(Lew et al., 2018, p.317)

[Fig. 5] An example of a textbook and a teachers’

guidebook of code I

(4)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T)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은 수학적 내용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적합한 공학적 도구 또는 교구를 선택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Park et al., 2015). 주로 공학적

도구를 ‘선택하기’, ‘조작하기’, ‘활용하기’, ‘시각화하기’를

통해 정보처리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분

석 결과, 내용과 활용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고 코

딩 교육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도 있어 이

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Ÿ 개념 이해를 위한 활용

[Fig. 6]은 “수학적 아이디어와 개념을 탐구하고 해결

하는데 적합한 공학적 도구 및 교구를 선택하고 이용하

는 능력”(Park et al., 2015, p.42)을 잘 반영한 예이다. 이

과제는 공학적 도구와 교구의 사용 방법과 닮은 도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 한 가지 방법

을 선택하여 예시와 다른 조건의 닮은 삼각형을 그리도

록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닮음비 조건에 맞추어 팬터그

래프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닮음 도형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탐구하는 활동

을 제공하였다.

T-G Mathematics 2

(Kim et al., 2019, p.198)

Teachers’ guidebook

(Kim et al., 2019, p.322)

[Fig. 6] An example of exploring mathematics with various

tools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는 문제는 학생들이 수학적 사실, 도형의 성

질을 파악하면서 작도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사용 지

도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작도의 방법적 측

면만 기술하고 있었으며 과제의 주제인 ‘여러 가지 도구

를 이용하여 닮은 도형 그리기’는 학생 입장에서도 단순

히 작도하는 방법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교사가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학생

들이 경험하는 정보처리 함양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수학적 내용을 탐구하는 과제이기는 하지

만 학생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도하는 절차

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활동 문제를 동형으로 닮

음의 비율만 바꾸어 제시한 점을 미루어 보아 학생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과제는 이미 주어진 공학적 도구를 조작하고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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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대부분이었다. [Fig. 6]의 과제는 교구와 공학적

도구 중 도구를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교구와 공학적 도구의 종류가 미리 정해진 상황

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절하고 적합한 공

학적 도구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활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Ÿ 도구로서의 활용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자료를 시각화 하여 수학적 개

념의 이해를 돕거나 복잡한 계산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수학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Park

et al., 2015). 하지만 ‘정보처리’인 분석대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공학적 도구가 문항의 소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Fig. 7]이 그 중 한 예이다. 이 과제는 그래프

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그린 것이라고 미리 언급하

고 과제의 문항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

부호가 같은 그래프들의 공통점을 찾도록 하였다. ‘탐구하

기’ 과제의 왼쪽 단에 일차함수의 성질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알지오매스를 안내하기는 하였지만, 소프트웨어

의 소개에 그치고 정작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 제시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없이

도 답을 할 수 있는 과제였다. 교사용 지도서 역시 그래

프의 모양과 기울기의 부호에 초점을 두어 그래프의 성

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활동 1과 활동 2의 풀

이를 제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보처리 능력을 함

양하기 위한 과제로 표기하였지만 이 과제에서는 공학적

도구를 조작하여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탐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필환경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T-H의 교사용 지도서뿐만 아니라 8종 교사용 지도

서의 공통점은 교과역량 평가 방법 또는 교과역량 함양

방법에 대한 정보에 비해 문제의 풀이 또는 과제에서 사

용하는 공학적 도구의 사용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한 정

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역량 함양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 Mathematics 2

(Chang et al., 2019, p.111)

Teacher’s guidebook

(Chang et al., 2019, p.229)

[Fig. 7] An example of technological tools as a material

Ÿ 코딩교육 - 프로그램 명령어

지능정보화사회가 되면서 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코딩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수학 교과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및

코딩 교육(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절차적 사고와 논

리적 사고를 강조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Park et al., 2015). 따라서 수학 교과서에

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과서 분석 결과 프로그램어를 통해 문제해결

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T-A

와 T-G교과서는 ‘평면도형’ 단원에서 각각 로고(LOGO)

와 엔트리(ENTRY)를 소개하고 예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프로그램 명령어를 학습한 다음, 평면도형의 성질을 탐구

하기 위한 도형 작도 과제를 하나씩 제시하였다. ‘정보처

리’ 문구는 T-G교과서에서만 표기하고 있었고 T-A교과

서의 과제는 ‘창의·융합’으로 표기되었으나, T-A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이 과제를 통해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T-A교과서의 과제는 교과

서에 ‘정보처리’ 표기가 없었으므로 분석 대상은 아니었지

만, 코딩 교육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하

나의 예로 보여주기 위해 다음 [Fig. 8]로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교과서에서 안내하는 대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

램어를 입력하고 작도를 하면서 명령어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도형의 각의 개수를 확장하여 도

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각 명령어와 명령어의 숫자가 가

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 측면에

서는 내각과 외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내각과 외각

을 구하는 식을 일반화하여 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코딩 측면에서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학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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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Fig. 8]은 미래 사회의 핵심 분야

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코딩교육이 수학교과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하나의 선례(先例)로서 정보처리 능력의 공학적 도구 활

용의 또 다른 사례이다.

T-A Mathematics 1

(Koh et al., 2018, p.203)

Teachers’ guidebook

(Koh et al., 2018, p.397)

[Fig. 8] An example of programming with a technological

tool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과역량으로서의 정보처리 능력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2015 개정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색해보았다. 정보처리

능력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

구보고서(Park et al., 2015)를 통해 그 정의를 받아들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 교과서마다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과서별, 내용 영역별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요소 분포의 편차가 컸으며, 과제의 유형은

하위요소를 일련의 과정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일부분에

집중하여 분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과제

유형 분석과 과제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마다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

서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의 과제에서의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요소

의 다양성과 유기적 연결성이 필요하다. Kim, Kim(2020)

에 따르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의 비중이 컸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수학

교과서 역시 공학적 도구 활용과 관련한 하위요소와 과

제유형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역시 매우 중요한 정보처리 능력임에도 불구

하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서도 ‘정보처리 능력

=공학적 도구의 활용’의 협의로 해석함으로써 정보처리

능력을 균형 있게 함양하기 보다는 자칫 도구적인 측면

만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보처리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역량과 관련

된 인지 과정(기능)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과제 유형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며, 정보처리의 과정을

하나의 연속체로서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과제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과제의 목표에 맞

게 교수·학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정보처리’로 명기된 과제

의 문항에서 정보처리의 하위요소 중 어떤 능력을 기르

고자 함인지를 교과서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교

사용 지도서의 설명도 부족하였다. 하나의 예로, 교과서에

서 ‘정리한 자료의 특징을 말해보자’와 같은 과제를 통해

시각화된 자료를 수치로 읽는 것, 자료나 정보를 비교하

거나 종합하는 것, 나아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을 찾거나

함의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특징’에

대해 교사들마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범위가 다를 것이므

로 ‘분류하기, 분석하기, 종합하기, 예측하기’ 등의 하위요

소를 질문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개방형 과제로 제시하더

라도 과제에서 의미하고 목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와 더불어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면 과제의 답

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거나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유의사

항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과

서와 교사용 지도서 모두 공학적 도구의 매뉴얼을 자세

히 안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교과 역량 함양이라는 목

표보다는 오히려 도구 사용에 집중하게 되는 메타인지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의 입장에서도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거나 능력 함양을 위

한 또 다른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등 지도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과제의 질문 또는 발문은 과

제에서 의미하고 목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는 정보처리 능력을 기르

기 위해 과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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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 해설하고 학습목표의 방향과 일관되게 지도 방

안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교과역량 정보처

리 능력의 하위요소와 기능 체계 역시 수정·보완할 필요

가 있다. 공학적 도구 활용은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정보처리 능력은 처음 교육

과정에 들어온 6차 교육과정부터 현 2015개정 교육과정

까지 약 25년 동안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다른 역량에 비해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약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핵

심역량, 빅 아이디어, 일반화된 지식, 역량 등 내용 체계

와 내용 측면에서 대폭 수정된 교육과정이지만 역량과

관련하여 치밀하고 밀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

구 결과에서 특히, 공학적 도구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하

위요소 3개는 자료와 정보를 다루는 중에 이루어지는 인

지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공학적 도구는 이와

단절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기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였다. 공학적 도구 활용의 “선택하기, 조작하기,

공학적 도구 활용하기, 시각화하기”(Park et al., 2015,

p.42) 기능은 정보처리 능력의 나머지 세 하위요소의 인

지과정 활동과 중복된다.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선택하고

수집하는 것과도 연관되는 인지과정으로 ‘선택하기’는 ‘자

료와 정보 수집’에서 작용되는 인지 과정 및 기능과 해당

한다. 또한 ‘조작하기’, ‘공학적 도구 활용하기’, ‘시각화하

기’에서 제시하는 기능은 ‘자료와 정보 정리 및 분석’, ‘정

보 해석 및 활용’에서 작용되는 인지 과정 및 기능과 같

은 맥락 안에서 작용된다. 따라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할

때 도구적 쓰임보다 개념적 이해가 수반되는 인지 과정

의 활동으로 이해되도록 사고 역량 중심으로 하위요소의

구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다양한 영역의 역량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PISA의 ICT 리터러시 분석틀은 정보처

리 능력의 하위요소와 기능의 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

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PISA 2022(OECD, 2019)의

ICT 리터러시 연구에서 역량 영역을 ‘정보와 데이터 접

근, 평가 및 관리’,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정보와 디지

털 내용 변환 및 생성’, ‘디지털 맥락과 컴퓨팅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로 문제해결’,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한 ICT의 적합한 사용’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소개

하고 있다. ICT를 리터러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어 수

학 교과역량, 정보처리 능력의 범위와 의미와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Lee 외(2013)의 역량의 세 범주인 지적,

개인적, 사회적 역량을 기준으로 PISA의 ICT 리터러시는

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아우르는 범위를 가지는 반

면, 정보처리 능력은 지적 역량 영역에서만 기술되어 있

다.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 및 실천이 모두 통합하여 나

타나는 총체적인 능력인 것을 감안하면 교과역량으로서

정보처리 능력도 그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반영하기

보다는 세계의 흐름,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인지적 영

역뿐만 아니라 윤리적 태도와 같은 실천적 역량 요소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넓은 의미의 보다

정교한 정보처리 능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처리 능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AI 시대가 도래

하기 전에는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를 가공하고

다루는 능력에 중점을 둔 역량이었다면, 현재의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정보를 선별하고 종합하여 지식으

로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

보처리 능력의 의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

식과 기능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교육 정책가, 연구자, 교

사는 이러한 역량의 성질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으로 합의된 정의와 생산적

인 담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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