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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고찰:

기하 영역을 중심으로1)

박 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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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석 일

**

I. 서론

2011년 8월에 새로운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하, 2011

교육과정). 2011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수학 내용과 그 취급 방법에 대하여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는 공식 문서이다. 2011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용어와 기호, 교수․학

습상의 유의점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야하는 수학

내용과 그 취급 방법을 공식적으로 지정한다. 이

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해

설서가 동반 발행되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지만, 2011 교육과정의 경

우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해설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2011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에 한국과

학창의재단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신이섭 외, 2011)라는 보

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2011 교육

과정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최종적으로 정리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교육과정 해설서를 폐지

하고 교육과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다양하고

선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유도(p.7)’한다고 되어 있

다. 그런 만큼 2011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기설명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

제로는 2011 교육과정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가

가지는 유일무이한 권위를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의 논란은 교과서의 집필과 교수․학습

에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혼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여 차기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논의 주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해

서는 여러 주제에 걸쳐 수많은 논의가 선행될 필

요가 있다(신현성, 2001; 신현용, 2005; 한대희, 2010;

Reys, Reys, Rubenstein, 2010).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문서화된 수학과 교육과정

에 관한 연구가 적지는 않지만(권나영, 김래영, 김

구연, 2011), 2011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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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교육과정의 기하 영역에는 명료하지 않게 제시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료하지 않아 교육과정의 의도와 달리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기호 AB ⊥CD ,

간단한 작도와 합동인 도형의 성질, 삼각형의 결정조건, 회전체, 정당화, 닮음의 중심,

닮음의 위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원주각의 성질의 불명료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으로서, 차기 중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논의 주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

과정에서의 불명료성 해소이다. 둘째는 공신력 있는 해설서의 발행이다. 셋째는 충분

한 연구 결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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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수

학관련단체총연합회에 위탁하여 진행한 김도한 외

(2009)의 ≪창의 중심의 미래형 수학과 교육과정 모

형 연구≫ 이외에, 2011 초․중․고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도입된 수학적 과정과 성취 기준, 학년

군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두 편의 연구(박경미,

2010; 박혜숙, 나귀수, 2010)와 2011 수학과 교육

과정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

는 한 편의 연구(박혜숙, 2010), 2011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의 수학과 평가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한

편의 연구(강명원 외, 2010)가 있을 뿐이다. 2011 중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교육

과정에서 원뿔의 전개도와 각뿔의 전개도의 취급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한 편의 연구(박

교식, 2011)만을 볼 수 있다. 2007 중학교 수학과 교육

과정(이하, 2007 교육과정)의 이행 실제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2011 중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2007 중학교 교육

과정의 이행 실제에 관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2011 교육과정이 고시되기까지, 그 개발 과정

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세 개의 문서가

있다. 첫째 문서는 황선욱 외(2011)의 ≪창의 중

심의 미래형 수학과 교과 내용 개선 및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이하, 문서 1)이다. 문서 1에는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방향과 함께 2011 중학

교 교육과정의 시안(이하, 시안 1)을 제시하고 있

다. 2011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이 시안 1을 바

탕으로 한다. 둘째 문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의 ≪2011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공청회 자료집≫

(이하, 문서 2)이다. 문서 2에 시안 1을 수정․보

완한 것이 제시되어 있다(이하, 시안 2). 이 공청

회는 2011년 6월 11일에 개최되었으며, 시안 2에

대한 교수 및 교사의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

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참고하여 시안

2를 수정․보완하여 2011 교육과정으로 고시하였

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신이섭 외(2011)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이

하, 문서 3)가 있다. 물론, 문서 1~문서 3이 201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는 문

서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 영역에 한정해서 2011 교

육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낸다. 이

를 위해 문서 1~3을 2011 교육과정을 해석하기 위

한 틀로 사용하며, 또 2011 교육과정과의 대조를

위해 2007 교육과정과 그 해설서를 참고한다. 문

서 1~문서 3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공신력을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2011 교육과정을 충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 과정을 소상히 드러내고 있는

문서 1~문서 3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에서도 문서 3이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러한 다

양한 해석의 시도를 통해서도 그 불명료함이 해

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기호 AB ⊥

CD , 간단한 작도와 합동인 도형의 성질, 삼각형

의 결정조건, 정당화, 닮음의 중심, 닮음의 위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원주

각의 성질이 그렇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07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Ⅱ장에서, Ⅲ

장에서는 2학년, Ⅳ장에서는 3학년에서 다루어졌

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II. 기본도형, 작도와 합동,

입체도형의 성질에서의 불명료성

1. 기호 AB ⊥CD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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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의 내용은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해

서 외형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지만, 2007 교

육과정의 기호  AB ⊥ CD 를 AB ⊥CD 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

다. 기호  AB ⊥ CD 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2011 교육과정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2011 교육과정에서는 이 변화에 대

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사실상 이 기호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두 직선의

직교를 나타내는  AB ⊥ CD 를 사용하고, 그 특

수한 경우로 두 선분의 직교를 나타내는 AB ⊥

CD 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  AB ⊥ CD 는 1987년에 고시된 제5차 교육과

정의 <용어와 기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로

2007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것

이다. 시안 1과 시안 2에서는 기호  AB ⊥ CD 를 그

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문서 3의 최종안(p.308)에

서는 AB ⊥CD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 3에

서 이렇게 바꾼 것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도 하고 있

지 않다. 시안 2에 대한 교사의 검토 의견(권혁천,

2011)과 교수의 검토 의견(주미경, 2011), 문서 3의

‘연구진 및 협의진 회의록’에서도 기호  AB ⊥ CD
대신 AB ⊥CD 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찾을 수

없다.

2007 교육과정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맥락에서  AB ⊥ CD 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어 “두 직

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

로 직교한다 또는 서로 수직이라고 하며, 기호로

 AB ⊥ CD 와 같이 나타낸다(황선욱, 강병개, 김수

영, 박정아, 2009).”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2011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AB ⊥CD 를 사

용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위의 설명은 “두 선분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선분은 서로

직교한다 또는 서로 수직이라고 하며, 기호로

AB ⊥CD 와 같이 나타낸다.”와 같이 서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 3

과 2011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호 AB ⊥CD 는

 AB ⊥ CD 의 오기로 볼 수 있다.

2. 작도와 합동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작도와

합동’의 내용은, <표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다르다. 2007 교육과정에 있던

‘간단한 도형의 작도를 할 수 있다.’, ‘합동인 도형

의 성질을 이해한다.’, ‘삼각형의 결정조건을 이해

한다.’가 모두 사라졌다. 간단한 도형의 작도에 포

함되었던 것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작도와 각

의 이등분선의 작도이다. 합동인 도형의 성질은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

이다.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조건은 삼각형이 하나

로 결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2007 교육과정

(중 1학년)

2011 교육과정

(중 1-3학년군)

 작도와 합동

①간단한 도형을 작도할

수 있다.

②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③삼각형의 결정조건과

합동조건을 이해한다.

 작도와 합동

①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②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이

합동인지 판별할 수 있다.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②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게 한다.

③작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게 한다.

<표 Ⅱ-1> 2007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의

‘작도와 합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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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단한 도형의 작도와 합동인 도형의 성질

시안 1(p, 197, p.261)에는 <표 Ⅱ-1> 2007 교

육과정의 ①과 ②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이

시안 2(p. 116, p.130)에서 <표 Ⅱ-1> 2011 교육

과정의 ①과 같이 바뀌었다. 문서 3의 최종안

(pp.161~162)도 이와 같다. 이 변화에 대해 문서

2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문서 3에서는 그 설명

을 찾기 어렵다. 문서 2(p.116)의 설명에 따르면,

2011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의 작도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삭제하고, 삼각형의 합동을 이해하

는데 필요한 작도만 취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합동인 도형의 성질은 초등 내용과 일부는 중

복되며, 또한 삼각형의 합동에서 직관적으로 다

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고 했다. 문서

2의 설명을 따른다면, 2011 교육과정에서는 삼

각형의 작도와 관련이 없는 선분의 수직이등분

선의 작도,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는 취급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과정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

여 볼 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

선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1 교육과정의 <용어와 기호>에는 ‘수직이

등분선’이 포함되어 있다. 즉 2011 교육과정에

서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취급한다. 각의 이

등분선의 경우는 <용어와 기호>에 제시되어 있

지는 않지만, 각의 이등분선을 취급하지 않으면

삼각형의 내심을 정의할 수 없고, 이등변삼각형

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은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

재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그 도입 시기를 판단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삼각형의 작도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을 ‘ 작도와 합동’에서 취급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에서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선분

의 수직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 자체는 ‘삼각

형과 사각형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가능한 곳으로는 ‘ 기
본도형’이 있다. 예를 들어 선분의 중점을 도입

하고 이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정의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 각을 도입한 후에 각의 이등

분선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1 교육과정

이 학년군별 내용의 배열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구성이 가능하려

면 우선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순서가 명료하

게 제시되어야 한다.

나. 삼각형의 결정조건

시안 1(p.197), 시안 2(p.130)에서는 합동 조건

과 중복이기에 ‘삼각형의 결정조건’이라는 용어

를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문서 3의 최종

안(p.305)에서는 삼각형의 합동조건과 내용 중복

이기에 ‘삼각형의 결정조건’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용어의 삭제가 아니라 내용의 삭제가 이

루어지려면 삼각형의 결정조건 관련 내용 전체

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같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서로 같지 않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삼각형을 작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지를 판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삼각형을 작도하기 위

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모

두 알 필요는 없고, 그 중의 일부만 알면 된다.

이때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표 Ⅱ-1> 2011 교육과정 성취수준 ①을 위해서

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취급해야 하는 바, 그 최소한의 조건이 삼각형

의 결정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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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으로, “②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

도할 수 있게 한다.”와 “③ 작도를 이용하여 삼

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게 한다.”의 두 가지

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유의점을 만족하기 위

해서도 삼각형의 결정조건을 취급하지 않는 것

은 불가능하다. 유의점 ②에서 ‘주어진 삼각형’

은 최소한 ‘세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 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알려진 삼각형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2011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결정조건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실제로 문서 1(p.411)에 따르면, 교육

과정 개정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도 “필요 이상

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학습 내용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내용은 교육하되, ‘삼각형의 결정조

건’이라는 용어는 삭제한다.”에 대한 의견을 조

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1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

3. 입체도형의 성질

2011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군 도형 영

역 ‘ 원기둥과 원뿔’의 내용은, <표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6학년

도형 영역 ‘ 원기둥과 원뿔의 성질’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회전체를 이해한다.’가 사라졌음

을 알 수 있다. 즉, 2011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

교에서 회전체를 취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

은 문서 1과 시안 1(p.87, p.251), 문서 2와 시안

2(pp.51~52, pp.83~84), 문서 3과 최종안(p.32, p.38,

p.105, p.109. pp.275~2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시안 2(p.83)와 최종안(pp.275~276)에서 회전체

와 단면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용어에서 회전

체, 회전축, 단면이 삭제되었다.

2007 교육과정 2011 교육과정

 원기둥과 원뿔의

성질 (초 6학년)

①원기둥과 원뿔을 이해

하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안다.

②원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한다.

③회전체를 이해한다.

 원기둥과 원뿔

(초 5-6학년군)

①원기둥, 원뿔, 구와

그 구성 요소와 성질

을 이해한다.

②원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한다.

 입체도형의 성질

(중 1학년)

①다면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②회전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③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입체도형의 성질

(중 1-3학년군)

①다면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②회전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③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표 Ⅱ-2> 2007 교육과정의 2011 교육과정의 회

전체 관련 내용

2007 교육과정에서는 회전체가 초등학교 6학년

과 중학교 1학년에서 각각 취급되었고, 2011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만 취급하는 것으로 바뀌

었다.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군 기하 영

역의 ‘ 입체도형의 성질’의 내용은, <표 Ⅱ-2>

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

해 볼 때 똑같다. 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회전

체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회전체가 중학교 1학

년에서 처음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용어 회전체, 회전축, 단면을 중학교 <용어와 기

호>에 등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닮음의 활용에서의 불명료성

1. 정당화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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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각형의 성질’의 내용은, <표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2007 교육과정

(중 2학년)

2011 교육과정

(중 1-3학년군)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①명제의 뜻과 증명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이용하여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증명

할 수 있다.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③어려운 증명의 경우에

는 증명을 하기 전에

공학적 도구나 조작

활동을 통하여 증명해

야 할 성질을 직관적

으로 이해하게 한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①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이해하

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각형의 성질을 이해

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⑪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⑫도형의 성질을 이해하

고 설명하는 활동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표 Ⅲ-1> 2007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의 ‘삼

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의 내용

특히 2011 교육과정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서의

“① 명제의 뜻과 증명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진

술이 사라졌다. 문서 1(pp.116-118, p.198, p.200),

문서 2(pp.114~116, p.131, p.133), 문서 3(pp.55~56,

p.306, p.308)에 따르면, 2011 교육과정에서는 형

식적 증명보다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입각한

‘정당화’ 수준의 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명

제, 가정, 결론, 역, 정의, 정리, 증명’이라는 용어

와 기호 ‘→’도 사용하지 않으며, 2007 교육과

정에서 사용했던 ‘증명할 수 있다’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

라 중학교 기하에서 ‘증명’ 대신 ‘정당화’를 실질

적으로 도입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의 순탄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당화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안 2에 대한 교사의 검토 의견(권혁천, 2011)

과 교수의 검토 의견(주미경, 2011)에서는 정당화

에 대한 별다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문서

3(pp.365-366, p.381)에 의하면, 공청회 이후의 외부

전문가 검토 협의회에서는 정당화의 모호함과 관련

하여 대단한 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1 교

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당화’라는 표현을 세 번 사용하고 있다(pp.33-35).

마.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의 교수․학

습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2) 구체적 조작 활동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

생 스스로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이

를 정당화하게 한다.

자. 수학적 추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

수․학습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귀납, 유추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

(3) 수학적 추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견

을 정당화할 때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논

지를 전개할 수 있게 한다.

정당화라는 표현을 2011 교육과정에서 처음으

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2007 교육과정

(p.45)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2011 교육과정 ‘자’ 항

의 (1)은 2007 교육과정 ‘사’ 항의 (1)에서 ‘증명’

을 삭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 교육과정에서

정당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증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다음에

서 볼 수 있듯이 ‘정당화하거나 증명해’라고 표현

함으로써 증명과 정당화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



- 267 -

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는 ‘정당

화’를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

을 무엇으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듦’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2007 교육과정의 정당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수학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

하여 교수․학습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⑴ 귀납, 유추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게 하고, 이를 정당화하거나

증명해 보게 할 수 있다.

2007 교육과정에서와는 달리 2011 교육과정에

서는 정당화를 본격적으로 등장시켜 사용하고 있

다. 2011 교육과정 문서에서 정당화의 의미를 찾

기는 어렵지만, 문서 1(p.117), 문서 2(p.115), 문

서 3(p.56)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에 따르면 정당화는 ‘자신의 주장 또는 믿음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려는 시도’로, 일정 수준의 객

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서 3(p.56)에서

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가 바로 정당화를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정당

화라는 별개의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이

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로 충분하다. 한편 ‘일정

수준의 객관성’이라는 표현 역시 모호하다. 초등

학교 수학이 아닌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몇 개의

예에서 귀납적으로 어떤 법칙을 추측할 수 있다고

정당화했을 때, 그 몇 개의 예를 제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야 하는가?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삼각형을 세

꼭짓점이 한 점에 모이도록 접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180°라고 정당화했을 때, 세 꼭짓

점이 한 점에 모이도록 접는 것도 나름대로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

러나 문서 1~문서 3과 2011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객관성의 ‘수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정당화의 정의는 다양한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

다(Simon, Blume, 1996; Harel, Sowder, 1998; Sowder,

Harel, 1998; Miyazaki, 2000; 신현용, 2004; 송상헌,

허지연, 임재훈, 2006; 김정하, 2011; 이환철, 하영

화, 2011). 그러나 2011 교육과정에서 정당화는, 두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오히려 2007 교육과정에서의 증명을 대체

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07 교육과정에

서는 이미 알고 있는 명제나 정의를 이용하여 어

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증명’으로 보며,

증명할 때는 먼저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분명히

하고, 가정과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성질을 근거

로 결론을 유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증명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에서 그것이 엄격하고 형식적

인 것처럼 보이게 했던 요소 즉, 가정과 결론이라

는 요소를 제외한 것을 정당화로 보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설명에서 명제, 가정, 결론,

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

이 본질적으로 연역적 추론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정당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

겠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1 교육과정

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

고도, 예를 들어 2011 교육과정의 마 항의 (2)는

“구체적 조작 활동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

이 옳다는 것을 조리 있게 설명해 보게 한다.”와

같이, 그리고 자 항의 (1)은 “귀납, 유추 등을 통

해 학생 스스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추측한

것이 옳다는 것을 조리 있게 설명해 보게 한다.”

와 같이 서술해도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닮음

가. 닮음의 중심과 닮음의 위치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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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닮음’의 내용은, <표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거의 같다. 2011 교육과

정의 ①, ②는 각각 2007 교육과정의 ①, ②와

완전히 같다. 따라서 이것만 보면 2011 교육과정

의 ①, ②에서 취급하는 것과 2007 교육과정의

①, ②에서 취급하는 것도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 1(pp.118~119)과 문서 2(p.117)

에 따르면 2011 교육과정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고 볼 근거가 있다. 이 두 문서에서는 “단발성

주제로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한 ‘닮음의 위

치’와 ‘닮음의 중심’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서 3과 2011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문서 3(p.308)에서는 ‘닮음의 중심’과 ‘닮음의 위

치’라는 용어만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 교육과정

(중 2학년)

2011 교육과정

(중 1-3학년군)

 도형의 닮음

①도형의 닮음의 뜻을

안다.

②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③삼각형의 닮음조건을

이해한다.

 도형의 닮음

①도형의 닮음의 뜻을

안다.

②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③삼각형의 닮음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

하여 두 삼각형이 닮

음인지 판별할 수 있다.

<표 Ⅲ-2> 2007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의

‘도형의 닮음’의 내용

2011 교육과정의 <용어와 기호>에서 ‘닮음의

중심’과 ‘닮음의 위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2011 교육과정에서는 닮음의 중심과 닮

음의 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서 2에 따르

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 2011

교육과정에서는 닮음의 중심과 닮음의 위치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

대로 문서 3과 2011 교육과정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어렵다.

2007 교육과정의 ②에서는 닮은 도형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닮음

의 중심의 뜻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도

형을 확대 또는 축소함으로써 닮은 도형을 그릴

수 있게 한다. 이때 그려진 두 도형은 닮음의

위치에 있다고 함을 알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89).” 그러나 문서 2에 따르면, 2011 교

육과정에서는 도형의 확대 또는 축소 과정에서

닮음의 중심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닮음의

중심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을 확대 또는 축소하

는 알려진 한 가지 방법은 모눈종이를 이용하

여, 내각의 크기는 보존하면서 각 변의 길이를

2배로 하는 것이지만, 다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임재

훈, 박교식, 2009). 2011 교육과정을 토대로 살펴

볼 때 반드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해당 용어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닮음의 중심과 닮음의 위치를 취급하

여야 한다는 판단 역시 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2011 교육과정에서 닮음의 중심과 닮음의 위치

라는 용어만 다루지 않는 것인지 그 내용 전체

를 다루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닮음

의 활용’의 내용은, <표 Ⅲ-3>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외형적으

로 상당히 다르다. 특히 2011 교육과정에서는

2007 교육과정의 “②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가 사라졌다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 교육과정 해

설서(교육과학기술부, 2008, p.90)에 따르면 <표

Ⅲ-3>의 2007 교육과정의 ②에서는 삼각형의 중



- 269 -

점 연결 정리와 역,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취급했는데, 이때 무게중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

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2011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삼각

형의 중점 연결 정리와 그 역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모두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2011 교육과정의 <용어와 기호>

에 ‘무게중심’이 있으므로, 2011 교육과정에서 무

게중심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삼

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와 그 역만 취급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는 해설서가 필요하다.

2007 교육과정

(중 2학년)

2011 교육과정

(중 1-3학년군)

 닮음의 활용

①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삼각형의 중점연결정

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닮음비를 이용하여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닮음의 활용

①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

②닮은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 Ⅲ-3> 2007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의 ‘닮

음의 활용’의 내용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에 있는 점 D, E

에 대해

AB :AD =AC :AE =BC :DE 이면 BC //DE
라는 성질의 특별한 경우이다. 삼각형의 중점 연

결 정리의 역은 이 성질의 역의 특별한 경우이다.

2011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어느 한 변에 평행한

직선에 대한 이러한 성질을 취급하므로, 2011 교

육과정의 ‘ 닮음의 활용’에서 <표 Ⅲ-3>의 2007

교육과정의 ②가 사라졌다고 해도, 실제로는 2011

교육과정에서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와 그 역

을 취급하는 것이다. 다만, 2011 교육과정에서 ‘정

리’와 ‘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삼

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와 그 역’이라는 표현만 사

용하지 못할 뿐이다. 실제로 문서 1(p.411)에 따르

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도 “필요

이상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학습 내용을 경감하

기 위해 관련 내용은 교육하되, ‘삼각형의 중점연

결정리’라는 용어는 삭제한다.”에 대한 의견을 조

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1 교육과정

그 자체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와 같이 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는 해설서가 필요하다.

IV. 피타고라스 정리, 원의

성질에서의 불명료성

1. 피타고라스 정리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피타고

라스 정리’의 내용은, <표 Ⅳ-1>에서 볼 수 있듯

이,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거의

같다. 그런데 2011 교육과정에서 ‘정리’라는 용어

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2011 교육과정의 <용어와 기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다. ‘정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

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1 교육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용

어가 있으므로, 학생들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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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가 이고, 다른 두 변의 길이가 각각  ,

 일 때, + =이다.”라는 직각삼각형의 성질

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지 알

수 없다. 교사가 이 ‘정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도 어렵다. 정리는 ‘증명된 명제’(김홍종, 계승혁,

오지은, 원애경, 2010)이기에,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명’과 ‘명제’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리’라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11 교육과정에서 찾기는 어

렵다.

2007 교육과정

(중 3학년)

2011 교육과정

(중 1-3학년군)

 피타고라스의 정리

①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

②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간단한 도형에 활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

①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피타고라스 정리를 활

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⑧피타고라스 정의의

역은 직관적으로 이해

하게 한다.

<표 Ⅳ-1> 2007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의

‘피타고라스 정리’의 내용

2. 원주각의 성질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원의

성질’의 내용은, <표 Ⅳ-2>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르다.

2007 교육과정

(중 3학년)

2011 교육과정

(중 1-3학년군)

 원과 직선

①원에서 현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②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이해한다.

원의 성질

①원의 현에 관한 성질

과 접선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②원주각의 성질을 이해

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주각

①원주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②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의 성질을 이해한다.

③원과 비례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표 Ⅳ-2> 2007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의

‘원의 성질’의 내용

2011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하 영역 ‘ 원의

성질’의 ①은 2007 교육과정 3학년 영역 ‘ 원
과 직선’의 ①과 ②를 합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2011 교육과정의 기하 영역 ‘원의 성질’의 ②는

2007 교육과정의 ‘ 원주각’의 ①을 보완한 것

인가? 아니면 그것은 ‘ 원주각’의 ①~③을 합

쳐 놓은 것인가? 즉, 2011 교육과정 ‘ 원의 성

질’에서는 2007 교육과정 ‘ 원주각’의 ②와 ③

을 취급하지 않는 것인가? 2011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지만,

2011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거로 추측하여 볼 때

2007 교육과정 ‘ 원주각’의 ②와 ③을 취급하

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문서

1(p.119)과 문서 2(p.117)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과 원과 비례에 관한 성질을 공식

화하지 않고, 이 성질들을 원주각의 활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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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간단히 다루도록 하였다.”와 같이 언급하

고 있다. 한편, 문서 3(p.57)에서는 “‘원에 내접

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와 ‘원과 비례

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는 별도의 성취기준으

로 두지 않고, 원주각의 활용 문제로만 간단히

다루도록 하였다.”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

데 어떻게 하는 것이 ‘원주각의 활용 문제로만

간단히 다루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서 1~문서

3과 2011 교육과정의 어디에서도 답을 구할 수

없다.

2007 교육과정 ‘ 원주각’의 ②에서는 원에 내

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고, 한 외각의 크기는 그 내대각의 크기와

같다는 것과 사각형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취

급하였다. ③에서는 원의 두 할선 또는 두 할선의

연장선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취급하였다. 또, 그것을 이용하여 사각형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알아보는 것과 원의 할선

과 접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취급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08, pp.99-100). 이들을 원주각의 활용

문제로만 간단히 다루는 한 방법은 이들을 문제

또는 예제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간단

히 다룬다’는 것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들 중

어느 하나만 문제 또는 예제로 제시한 것이나 전

부를 문제 또는 예제로 제시한 것이나 모두 ‘간단

히 다룬 것’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2011 교육과정의 기하 내용 중에는 명료하지

않게 제시된 부분이 있다. 2007 교육과정에도 명

료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 대개는

2007 교육과정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 2008)에

서 그 내용에 관해 상세히 해설하고 있기에, 내

용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크게 방지할 수 있었

다. 2011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해주

는 해설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

게 제시된 부분이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드러

내고, 그 불명료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기호 AB ⊥CD , 간단한 작도

와 합동인 도형의 성질, 삼각형의 결정조건에 관

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호

AB ⊥CD 는  AB ⊥ CD 의 오기일 수 있다. 선분

의 수직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는 취

급하지 않지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과 각의 이

등분선을 취급하지 않을 수는 없음에도 그 도입

시기가 모호하다. 삼각형의 결정조건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삼각형의 결정조건’이라

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만 이 역시 명료하지 않다. 회전체, 회전축, 단면

이라는 용어를 <용어와 기호> 난에 제시하지 않

은 것은 오류이다. Ⅲ장에서는 정당화, 닮음의

중심, 닮음의 위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관해 논의하였다. 2011 교육과정에서 정당화는

어떤 수학적 사실이 옳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

는 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명제, 가정, 결론, 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조리 있게 설명

하는 것으로, 어떤 관점에서는 사실 상의 연역적

인 증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닮음의 중심과 닮

음의 위치는 용어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취급하

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닮음의 중심과 닮음의 위치를 취급하지 않을 경

우 도형의 확대와 축소를 취급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와 그 역’

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은 취급한

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 Ⅳ

장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원주각의 성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용어

는 ‘정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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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대체 표현이 필요하다. 원주각의 성질

을 어느 정도 다루어야 하는지 다룬다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차기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의 주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과정에서의 불명료성 해소이다. 본 연구에

서는 기하 영역에 한정해서 문서 1~3과 교육과

정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를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근거

로 답을 찾고자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교육과정

문서 자체에서 그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도와 합동에

대한 내용, 입체도형의 성질에 대한 내용, 피타

고라스 정리, 기타 몇몇 용어와 관련된 문제 등

은 교육과정 내에서 그 불명료함이 해소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불명료성을 해소하여 차기 교

육과정 개발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

신력 있는 해설서의 발행이다. 2007 교육과정에

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식적인 해설서를 발

행했지만, 2011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해설서

를 발행하지 않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

행한 보고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과 교육과정 연구≫가 어느 정도 해설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의 공신

력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기하 영역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것으로 불명

료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

를 들어, 정당화 의미,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와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다룬다

는 것의 의미 등은 다소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설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서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과정의 일차적인 해석

이 대개는 교과서 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11 교육과정의 경우에

해설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한편으로는

교과서 저자들에게 교육과정 해석에서 융통성,

자율성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서 저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오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도 있다. 교육과

정에서의 진술이 명료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

로 교과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기

교육과정 개발에서 공신력 있는 해설서를 동반

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연

구 결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

다. 2007 교육과정은 실제로는 2006년에 고시되

었다. 이 교육과정이 5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2007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중학교 1학

년의 경우에는 2009년에,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에는 2010년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는 2011년에 비로소 적용되었다. 새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 교육과정에서

의 문제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한 문제점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실제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지만, 2011 교육과정

은 2007 교육과정 이행의 실제에서 드러난 문제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

히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그렇다. 2007 교육

과정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직 실행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그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불과 반년정도 사용된 상황에서 새로

운 교육과정을 고시한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은 이전의

문서화된 교육과정은 물론 그것의 이행 실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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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n middle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revised in 2011 focused on geometry

Park, Kyo Sik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won, Seoki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re are some geometry achievement standards

presented indistinctly in middle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revised in 2011. In this study, indistinctness

of some geometric topics presented indistinctly such

as symbol AB ⊥CD , simple construction, properties

of congruent plane figures, solid of revolution,

determination condition of the triangle, justification,

center of similarity, position of similarity, middle point

connection theorem in triangle, Pythagorean theorem,

properties of inscribed angle are discussed. The

following three agenda is suggested as conclus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xt middle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First is a resolving unclarity of curriculum.

Second is an issuing an authoritative commentary

for mathematics curriculum. Third is a developing

curriculum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sufficient

researches.

* Key Words : commentary for curriculum(교육과정 비평), curriculum(교육과정), curriculum

development(교육과정 개발), geometry(기하), similarity(닮음), justification(정

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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