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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평한 수학 수업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예

비초등교사들이 보는 관점을 밝히고자, 공평한 수학 수업,

교사의 역할, 공평성 관련한 주장 등에 대한 입장들을 비

교하였다. 공동연구자 중 2명이 2015학년도 2학기에 담당

한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

참여에 동의했던 한국 예비교사 51명과 미국 예비교사 33

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공평성

의 관점에서 수학적 능력, 수업 상황, 학습 기회와 학습

성취, 집단 구성, 도전적인 과제, 학생의 문화 등의 측면을

묻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학적 능력을 타고

난다는 생각, 동일한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생각, 학습

성취에 따라 동질 집단 구성을 해야한다는 생각 등과 같

은 공평성의 추구에서 지양하고 있는 입장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 예비교사교육과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비교사교육에서 공평한 수학수업 실천을 위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가 요구되며 교육정책 설정에서 공평성 추구

가 반영되어야 한다.

Ⅰ. 서론

수학학습에서 공평성은 하나의 규준으로서 이미 제

시된 바 있으며(NCTM, 2000),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

습자의 기본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수업에서

공평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수

학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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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공평성과 관련한 논

의에서는 성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보호자의

재력, 성별, 인종,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쟁점들이 부각

되어왔다.

그러나 공평성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

하여 하나의 답이 있다기 보다는 공평한 수학교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과

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평성을 무엇으로 인

식하는가는 그 문화가 공평성을 실천해가는 방향을 설

정하는데 주요하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학습 성취나

효과성을 강조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평성의 문

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특히 공평성의 문제를

다문화와 인종과 관련된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

학교실에서 실천되고 있는 공평성이 갖는 의미와 정당

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학 학습 부

진아는 부진한 정도에 따라서 또는 수학 영재아는 영

재성의 정도에 따라서 구별적인 도움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그 학생의 성향

과 능력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학습 지원을 받아야 한

다.

수학 수업에서 공평성의 실현이라는 문제는 교사의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초등수학교육을 배우

고 있는 예비초등교사는 공평한 수학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평한 수학 수업을 위하여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후 교사로

서 공평한 초등수학수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예비초등교사를 중

심으로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예비교사들이 갖는 관점을 비교함으로써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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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추구가 나타내는 실천적 입장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예비초등교사들이 갖고

있는 수학 수업에 대한 공평성의 관점을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공평한 수학 수

업은 어떻게 실천되고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

여 한국과 미국의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하는 바를 비교

하였다. 둘째로 수학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

여 두 교사가 공평성을 실천에 대하여 상이하게 주장

하는 바를 제시하고 한국과 미국의 예비초등교사가 어

떻게 선택하는가를 비교하였다. 셋째로는 예비교사들

이 학교수학교육에서 경험했던 공평성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Ⅱ. 수학교육과 공평성

1. 수학교육에서 공평성

수학교육에서의 공평성(equity)1)에 대한 논의는 사

회 구성원 간의 다양성의 정도가 큰 미국을 비롯한 서

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교육, 교수,

학습이라는 행위 자체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공평성의 의미를 단순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공평성의

개념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록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기존 연

구들을 통해 대략 두 가지의 맥락에서 공평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과정’에 중심을 둔 공평성에 대한 논의이다. 즉, 교육

의 ‘기회’ 및 ‘경험’에 있어서 공평성을 주목하는 것이

다. 학생 개개인이 그들의 배경에 따라 차별 받지 않

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평한 배분 등을 공평성

1) 이 논문에서는 equity의 번역어로서 ‘공평성’을 사용하였

다. equity의 번역어를 살펴본 결과, 최근 수학교육 번역서

에서 ‘공평성’(Hiebert et al., 2004, 김수환 외 공역), ‘기회

균등’(NCTM, 2007, 류희찬 외 공역)을 사용하였고, 수학교

육연구물에서 ‘공정성’(권오남 외)을 찾을 수 있었다. 법학

이나 복지 관련 용어에서 ‘형평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equality’의 번역어로 사용되는 ‘평등’, ‘기회 균등’과 구별

하고, ‘justice'의 번역어로 사용되는 ‘공정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equity’를 ‘공평성’이라고 하였다.

의 주요 쟁점이라 보는 것이다(Fennema, 1990;

Lipman, 2004). 예를 들면, Gutierrez (2007, 2012)는 학

생들의 학업성취나 학습참여가 단순히 학생들의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언어, 신념 등에 의하여 예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정에서의 공평성을 부각

시켰으며, 공평한 참여를 권장하는 학급 문화를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관점은 ‘결과’에 중점을 둔 공평성의 개념이

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기 다른 학생집단 간의 교육성

취에 있어서의 공평성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러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집단 간의 학업성취

격차는 ‘결과’로서의 공평성의 구현이 그리 쉬운 과제

는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e.g., Burchinal et al.,

2011; Timar & Maxwell-Jolly, 2012).

2. 공평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과정 혹은 결과로서의 공평성, 또는 그 어느 관점에

서 보더라도 공평한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공평한 교육을 위

한 교사의 교수 및 학습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

화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하여 많은 제안이 있어 왔다

(e.g., Douglas et al., 2008; Weiner, 2005).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결여된 부분을 강조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수학적 자아형성을 지원하는 것 (Jilk & O’Connell,

2014; Martin, 2000),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고정관념에 얽매임 없이 학생들

을 이해하는 것 (Darling-Hammond, 2002) 등과 같은

교사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 집단의 다양성이 광범위하고,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역사 및 문화적으로 더 첨예한 미국

의 경우, 수학교육에서의 공평성이 학교수학의 원리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 요소로서 꾸준히 언급되어

져 왔다(NCTM, 2000, 2014). NCTM(2000)은 6가지 학

교 수학 원리 중의 하나로 공평성을 제안하였으며,

2014년에 발간된 <Principles to Actions> 역시 우수

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이 지녀야할 5개의 필수 항목 중

의 하나로 접근성과 공평성(Access and Equity)을 '우

수한 수학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수학교육

과정, 효과적인 교수학습, 높은 기대, 그리고 학습 잠재

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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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야 한다(NCTM, 2014, p. 59).'라고 제안하였

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과정의 공평성, 즉 기회와

경험에 있어서의 공평성을 강조한 입장이다. 특히 <

Principles to actions>(NCTM, 2014)에서는 생산적인

신념과 비생산적인 신념을 대조시킨 표를 제시하여 교

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접근성과 공평성이라는 면에

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부각시켰다

(NCTM, 2014, pp. 63-64). 이 대조의 내용들은 예비교

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 문항의 일부로 본 연구

에서 사용되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예비초등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공평성에 대하여 보이는 관점을 비교하고자,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가 맡은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예비초등교사를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공동연구자 중

2명이 2015학년도 2학기에 담당하였던 강좌를 시작하

는 때에 공평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설

문이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 예비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에 대하여 안내를 제공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설문

결과를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항 동의를 구하였다. 연

구 참여에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설문 결과만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C교대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초

등교사 중에서 2015학년도 2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했던

수강생 1학년과 4학년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

구 참여에 동의한 51명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 자료

로 설정하였다.

미국에서는 O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과 4년차 예비초등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두

명을 제외하고 총 33명의 설문 결과가 분석에 이용되

었다.

2. 설문 문항

설문 문항은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와

미국의 예비교사들에게 내용은 동일하지만 한국 예비

교사에게는 한국어로 미국 예비 교사에게는 영어로 제

시하였다.

첫째로는 수학 수업에서 공평성의 실천과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세 개의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번과 2번 문항은 공평한

수학 교실 및 교사 역할 관련하여 생각나는 낱말이나

어구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3번

문항은 문화에 따라 공평성이 차이가 있겠는가를 묻는

것으로, 한국에서 또는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공

평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둘째로는 수학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평성의

실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6개의 설문문항(4번～

9번 문항)을 구성하였다. 4번 문항은 수학적 능력의 측

면에서, 5번 문항은 수업 상황의 측면에서, 6번 문항은

학습 기회와 학습 성취의 측면에서, 7번 문항은 집단

구성의 측면에서, 8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하여, 9번 문

항은 학생의 문화의 측면에서 공평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 선생님A와 선생님B의 대화를 읽고

두 입장 중에서 지지하는 쪽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쓰

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장면은 두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4

번～9번 설문문항에 제시된 두 교사의 대화는

<Principles to Actions: Ensuring Mathematical

Success for All>(NCTM, 2014: 63)에서 생산적인 신

념과 비생산적인 신념으로 구분한 것을 참조한 것으로,

두 교사의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셋째로는 예비초등교사 자신들이 겪어왔던 학교 수

학교육에서 경험했던 공평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가를 설문하였다. 10번 문항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

등학교에서 자신들이 받아왔던 수학수업을 공평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예비교사에게 실시했던 구체적인 설

문 문항 10가지는 [표 1]과 같다.

3. 분석 준거

수학수업에 대한 공평성 관점의 비교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로 수학 수업에서

공평성과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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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질문 및 응답

형식

문항

번호

문항 예시

수학수업에서

공평성과 교사

의 역할에 대

한 인식

자신의 정의를

기술하거나 연

상되는 단어나

문구제시

1 수학 수업의 맥락에서 공평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2 공평한 수학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 한국의 사회 또는 문화를 고려하여, 한국 수학교실에서 공평성의 실천은

어떻게 정의 또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공평성의 실천

에 대한 상이

한 입장에 대

한 논의

두 교사(교사A,

교사B)의 공평

성에 대한 상이

한 주장을 제시

하고 (문항4～

문항9는 4에 제

시된 예처럼 이

야기 형식으로

제시), 두 교사

의 주장에 대한

찬반을 밝히도

록 함. 찬반을

결정한 이유를

함께 제시하도

록 함.

4

(수학적

능력)

!
     교사 A     교사 B 

5

(상황의

고려)

교사A: “공평성이란 단지 인종과 민족이 다양하거나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서만 있는 쟁점이예요.”

교사B: “공평성이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과정, 수업, 성공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해요. 공평성은 모든 상황에

서 적용 되어야 해요.”

6

(기회의

균등)

교사A: “공평성(equity)은 평등(equality)과 동일합니다. 모든 학생은 똑

같은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야하고 따라서 같은 정도의 학업 성취를 획

득할 수 있어요.”

교사B: “공평성은 모든 학생이 수학적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예를 들면, 시간, 수업, 교수 자료, 프로그램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때 이룰 수 있어요.”

7

(집단

구성)

교사A: “학생을 추적(tracking)하여 가장 높은 학습 성과를 보이는 ‘동질’

학급이나 집단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

다.”

교사B: “수학 부진 또는 속도가 느린 집단에 속해 있는 성취도 낮은 학

생들을 분리하는 실천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8

(도전적

과제)

교사A: “단지 성취도가 높은 영재 학생들만이 도전적인 수학 문제 해결

에서 추론하고, 알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교사B: “모든 학생은 도전적인 수학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기대해야 해요. 성,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

계없이, 많은 학생은 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적 성공과 흥미에 도달하도

록 지지, 자신감, 기회 등을 가져야 해요.’”

9

(학생의

배경)

교사A: “수학 학습 은 학생의 문화, 조건, 언어 등과 무관하고, 교사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이러한 요인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B: “효과적인 수학 수업은 학생의 문화, 조건, 언어 등을 활용하여

수학 학습을 지원하고 향상시킵니다.”

예비교사들의

경험과 평가

질문에 대해 자

신의 경험을 자

유롭게 기술

10 여러분이 정의한 ‘공평한 수학 수업’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이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은 수업은 ‘공평한 수학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 문항의 구성

[Table 1] Examples of written assessmen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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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고자, 생각나는 어구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예비교사들이 주로 떠올리는

어구를 중심으로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밝혀보고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심적

인 낱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둘째로는 수학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평성을

실천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고자 공평성에 대하여 두

교사의 상이한 의견 중에서 지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두 의견 중에서 동의하는

예비교사의 수를 비교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대한 근

거들을 비교한다.

셋째로는 학교수학교육에서 겪어왔던 공평성을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

우를 택한 예비교사의 수를 비교하고, 그 이유에는 어

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Ⅳ. 연구 결과

1. 수학수업에서 공평성의 의미

(1) 수업수업의 맥락에서 공평성의 의미

[문항 1]은 수학수업에서 공평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생각나는 낱말이나 어구를 쓰는 것이었다.

한국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개인별 지도, 수업 참여 기회, 모든 학생, 격려, 배려’

등을 떠올렸다. 미국의 학생들은 ‘Fair, Support,

Meeting each student’s needs, High expectations,

differentiated instruction, Multiple strategies to teach,

Equal opportunities, Help to succeed’ 를 떠올렸다.

현재 설문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들은 단계형 수준

별 교육과정을 추구했던 제 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

른 학교교육을 받아왔고, 수준별 교육과정의 쟁점이

부각되었던 시기에 있었으므로 수준별 수업을 공평성

의 원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에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학생이 수업 중에 받아야 하는 도움이나

지원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교수방법이나 공평한 기회

를 강조하였다.

한국과 미국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수학수업에서

공평성에는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이 개인의 필요에 적

절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것은 단순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는 그 이상으로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그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수학수업에서 공평성 실천을 위한 교사의 역할

[문항 2] 공평한 수학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

사가 해야 할 역할에서 생각나는 낱말 또는 어구를 쓰

는 것이었다. 한국 예비교사들은 ‘개인에 따른 과제의

제공, 수준에 따른 개념 해설, 부진아 지도, 발표 기회,

안내자, 조력자, 관심, 학생과의 상호작용, 성취에 따른

차별 없게’ 등을 지적하였다. 미국 예비교사들은

‘Support students to achieve their highest level, Help

students learn the best way they can, Teaching

various ways, Differentiating instruction, Being

fair and unbiased, Being knowledgeable of the

subject, Clearly communicating, Keeping everyone

involved, Providing meaningful, motivational, and

rich materials, Considering different learning styles’

를 답하였다.

한국의 예비교사들은 공평한 수학수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과제를 제공

하거나 개념을 해설할 때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 모든 학생을 안내하고 조력하는

것을 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편견이 없이 대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

국과 미국 예비교사가 공통적으로 학생에 따라 조력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예비교사들은 주로

개념 해설이나 부진아 지도의 측면을 강조하였고, 미

국의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교수방법을 밝히고 있다.

(3) 문화에 따른 공평성의 문제

[문항 3]은 한국 예비교사에게는 한국 사회나 문화

와 관련하여 공평성의 의미를 설문하였고, 미국 예비

교사에게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공평성의 의미가 차

이가 있을지 설문하였다. 한국 예비교사들은 한국의

특성과 비추어서 수준별 학습, 방과후 개별 지도, 토의

와 토론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한국에서 과밀학급을 예

로 들면서 공평성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

적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 예비교사들은 미국과 이외의 국가에서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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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은 동일하다고 14명이 답하였다. 그 이유로 ‘공평

성’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였고, 수학이라는 교

과가 성, 인종, 신념, 언어 등에서 차별이 없다고 답하

기도 하였다. 수학이 사회와 무관하다는 전제는 수학

에 대한 현대적 개념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 특성에 따라서 공평성의 실천을 다르

게 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수학은 성, 인종,

신념, 언어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 자체로 공평한

교과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공평성이 다르다고

답한 경우는 11명이었고,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

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고, 다른 국가에서

는 보다 엄격하여 개별화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공평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국가에

서는 다양하지 않거나 과밀학급이나 공학의 부족 등으

로 공평성이 다를 것이라고 답하였다. 미국의 예비교

사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공평성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

한 경우, 주로 미국 사회가 공평의 문제를 강조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미국 사회만큼 공평성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은 공평성

의 실천이 더 잘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는 잘 실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2. 공평성의 실천에 대한 입장

(1) 수학적 능력과 공평성

[문항 4]는 수학적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보는지 수

학교육에 의하여 변화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

었다. 교사A는 학생이 타고난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사B

는 수학적 능력은 타고난 지능이 아니며 수학 교수 학

습을 통하여 수학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적 능력에 대하여 한

국 예비교사는 13.7%가 수학적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보았으나 미국 예비교사들은 교사A에게 아무도 동의

하지 않았다. 한국 예비교사가 수학적 능력을 타고난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수업을 통하여 발

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의 수학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예비교사들은

84.8%가 수학적 능력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수학 학

습을 통하여 키울 수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 미국

교사A동의 7 (13.7%) 0 (0%)

교사B동의 31 (60.8%) 28 (84.8%)

기타 13 (25.5%) 4 (12.1%)

무응답 0 (0%) 1 (3.0%)

합계 51 (100%) 33 (100%)

[표 2] 수학적 능력과 공평성

[Table 2] mathematical abilities and equity

(2) 수학 수업 상황과 공평성

[문항 5]는 공평성을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지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라고 보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교사A는 공

평성이란 인종과 민족이 다양한 곳이나 저소득층이 많

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쟁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사B는 공평성이란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과정,

수업, 지원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에서 응답이 유사하였

다. 한국은 88.2%, 미국은 90.9%가 공평성의 문제는

모든 학교와 모든 수업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을 지지하

였다. 그 이유로는 공평성이란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민족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 성

취 수준이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 미국

교사A동의 1 (2.0%) 0 (0%)

교사B동의 45 (88.2%) 30 (90.9%)

기타 3 (5.9%) 2 (6.0%)

무응답 2 (4.0%) 1 (%)

합계 51 (100%) 33 (100%)

[표 3] 수업 상황과 공평성

[Table 3] situations of mathematics classrooms and

equity

(3) 기회균등과 공평성

[문항 6]은 공평성(equity)과 기회균등(equality)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교사A는 모든 학생은 같

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를 같게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교사B는 모든 학생이 학생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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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원을 즉, 시간, 수업, 교수 자료, 프로그램 등

을 구별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예비교사의 응답에서 11.8%가

같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성취를 획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 반면에 미국 예비교사에서는 1

명(3.0%)만이 동의하였다.

한국 미국

교사A동의 6 (11.8%) 1 (3.0%)

교사B동의 40 (78.4%) 27 (81.8%)

기타 4 (7.8%) 4 (12.1%)

무응답 1 (2.0%) 1 (3.0%)

합계 51 (100%) 33 (100%)

[표 4] 기회균등과 공평성

[Table 4] equality and equity

이전의 문항의 거의 모든 응답에서 한국 예비교사

들이 공평성이란 개인에 따라 다르게 교육 받아야 한

다고 답했지만, 반면에 이 문항에서는 학습 기회를 동

일하게 받고 학습 성취도 동일한 수준으로 받아야 한

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학습 기회와 학습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교육

풍토에 비추어 본다면, 획일화된 기회와 획일화된 성

취를 공평성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라 보인다. 성취

결과를 강조하는 수학교육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4) 집단 구성과 공평성

[문항 7]은 집단 구성에 대한 입장으로 교사A는 학

생의 성취도에 따라서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업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교사B는 수학 부진

학생을 분리하는 집단 구성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 문항은 이외의 다른 문항 응답과 비교해 볼

때, 한국과 미국의 응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다른 문항의 응답들은 교사A와 교사B를 지

지하는 응답률에는 서로 차이가 있어도 대체적으로 주

된 지지 경향은 동일하였지만, 이 문항의 응답은 주로

지지하는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예비교사는 교사A를 미국 예비교사는

교사B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다. 교사A는 성취도에

따른 동질적 집단 구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예비

교사는 52.9%가 지지하였고 미국 예비교사는 9.1%가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교사B는 이질적 집단 구성을

주장하는데 한국 예비교사는 27.5%만이 동의하였고,

미국 예비교사는 51.5%가 동의하고 있다. 즉, 한국 예

비교사는 응답자의 절반이 성취도에 따른 동질집단 구

성을 동의하고, 미국 예비교사는 응답자의 절반이 혼

합집단 구성을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이 때 한국 예비

교사가 동질집단의 구성을 동의하는 이유로는 부진학

생에 대한 보충 지도가 효율적이고 학업 성취도가 비

슷할 때 학습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수업 참여를 강화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미국

교사A동의 27 (52.9%) 3 (9.1%)

교사B동의 14 (27.5%) 17 (51.5%)

기타 9 (17.6%) 12 (36.4%)

무응답 1 (2.0%) 1 (3.0%)

합계 51 (100%) 33 (100%)

[표 5] 집단 구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

[Table 5] classrooms grouping and equity

수학교실에서 집단구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은 효

과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바 있었다. 동질 집단과 이

질 집단의 구성에 따라서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효

과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그 연구 결과들은 학습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최근 수학교육 학계는 수월성과 공평성이라는 관점에

서는 혼합 집단의 구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업 성

취도에 따르는 상하위반 구성을 시도하였고 지금의 교

육 현장도 수준별 집단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월성과 공평

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수준별 교실을 도입하

고 있다. 이 응답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준별 교실에 익숙하여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성의 입장에서 과연 성취도에

따른 동질적인 집단구성방식이 공평한 방식인가에 대

하여 고민하고, 공평한 집단 구성 방식을 다시 논의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5) 도전적인 과제와 공평성

[문항 8]는 학생에 따라서 과제를 달리하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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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 교사A는 영재 학생들만

이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교사B는 모든 학생이 도전적인 과제를 통하여 높은 수

준의 수학적 성공과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 문항은 한국과 미국의 응답에서 모두 교

사B를 대체로 지지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예비교사는 88.2%가 동의하고 미국 예비교사는

97.0%가 동의하였고, 교사A의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없었다. 교사B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모든 학생에게 도

전적인 문제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동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미국

교사A동의 0 (0%) 0 (0%)

교사B동의 45 (88.2%) 32 (97.0%)

기타 6 (11.8%) 0 (0%)

무응답 0 (0%) 1 (3.0%)

합계 51 (100%) 33 (100%)

[표 6] 도전적인 과제와 공평성

[Table 6] challengeable task and equity

(6) 학생의 문화・조건・언어와 공평성
[문항 9]은 수학 학습과 효과적인 수업에서 학생의

문화, 조건, 언어 등을 고려해야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교사A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교사B

는 학생의 문화, 조건, 언어 등을 활용하여 수학 학습

을 지원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항

에 대한 응답은 한국과 미국 모두 교사B를 지지하였

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예비교사는

92.6%가 동의하고 미국 예비교사는 87.9%가 동의하였

고, 교사A의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없었다. 교사B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미국

교사A동의 0 (0%) 0 (0%)

교사B동의 47 (92.6%) 29 (87.9%)

기타 4 (7.8%) 3 (9.1%)

무응답 0 (0%) 1 (3.0%)

합계 51 (100%) 33 (100%)

[표 7] 학생의 문화와 공평성

[Table 7] students' culture and equity

3. 학교교육에서 공평성에 대한 경험과 평가

[문항 10]은 자신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서 받아왔던 수학 수업 경험을 공평성의 입장에서 평

가하는 것이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평성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한국에서 23.5%이고 미

국에서 24.2%였고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한국에

서 58.8%이고 미국에서 54.5%이었다. 양쪽 모두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응답의 정도는 유사하였다.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국에서 5.9%이

고 반면에 미국에서 21.2%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긍정적 12 (23.5%) 8 (24.2%)

부정적 30 (58.8%) 18 (54.5%)

혼합 3 (5.9%) 7 (21.2%)

모르겠다 2 (4.0%) 0 (0%)

무응답 3 (5.9%) 0 (0%)

합계 51 (100%) 33 (100%)

[표 8] 공평성에 대한 경험 및 평가

[Table 8] and equity

한국의 예비교사들이 자신이 경험한 학교 수학수업

에서 공평성이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

로 ‘수준차를 고려한 수학 수업이 진행되었고 팀 협력

학습, 영재 수학 수업, 보충 수학 수업이 제공되었다’고

답하였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획

일적인 수학 수업, 우수한 학생에게 초점을 둔 수업,

차별적인 대우, 수능 중심의 문제 풀이 수업’ 등을 답

하였다.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경우의 이유로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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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이 있었다, 수준에 따라 다른 수업이 이루어졌

지만 그에 맞는 차등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공평성의 입장에서 긍정적이

라는 답한 이유로는 ‘교사가 다양한 접근을 하였다

(Teachers’ different approaches)’라고 하였고, 부정적

이라는 이유로는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Struggled with math but did not get any help), 획

일화된 수업을 받았다(Teachers’ provided uniformed

instructions; no differentiation), 지나치게 학문적이서

서 따라갈 수 없었다(Heavily tracked academically

and was not able to take math classes)’라고 답하였

다.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었다고 답한 이유로는 ‘개별

지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다(Had different

experiences by individual teachers/classes), 학년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하였는데 저학년에서는 긍정적이

었으나 고학년에서는 부정적이었다(Had different

experiences by grade levels; lower grade: equitable,

upper grade: not equitable), 나에게는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Work for me, but

maybe not for others)’라고 답하였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예비초등교사들이 생각하는 공평한 수학

수업에 대한 관점을 밝히고자 한국과 미국의 예비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평한 수학 수업과 교사의 역할,

공평성 관련한 주장에 대한 입장들을 비교하였다.

첫째로 수학 수업에서 공평성을 어떤 것이어야 하

는가에 대한 인식과 이 때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 예비교사들

이 생각하는 수학수업에서 공평성에는 모든 학생이 개

인의 필요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교육 기회를 갖는 것

이라고 밝혔고 동일한 교육 기회 제공 이상의 것을 말

하고 있다. 한국 예비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공평성

의 원리와 관련을 맺고 있었고,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학생이 받아야 하는 도움이나 지원과 다양한 교수방법

이나 기회를 강조하였다. 교사의 역할에서도 한국의

예비교사들은 개념 해설이나 부진아 지도의 측면을 강

조하였고,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교수방법을 주

로 언급하였다.

둘째로 수학 수업에서 공평성에 대한 상이한 두 입

장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하여 어느 쪽을 동의하는

가를 물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NCTM(2014, p.63)에

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였으며, 수월성과 공평

성에 대하여 교사A는 생산적인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

로 교사B는 비생산적인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

되었다.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모든 상황에서 공평성

이 고려된다는 주장, 모든 학생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 학생의 문화, 조건, 언어 등을 고

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유사하

였다. 그러나 수학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 공

평성은 동일한 학습 기회와 학습 성취를 가져오는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예비초등교사들은 12～

14% 정도가 동의한 반면에 미국 예비초등교사들은 이

두 가지 입장에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

를 보인 측면은 집단 구성에 대한 것이었다. 동질 집

단 구성을 동의하는 경우가 한국은 약 53%, 미국은

9%였고, 동질 집단 구성을 반대하는 경우가 한국은 약

28%, 미국은 약 52%였다. 공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진 학생이나 장애 학생 등을 분리하려는 시도들은

지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취도에 따른 수준

별 수업이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 정책적으로 권장해 온 수준별 수업은 실제로 효과

적인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공평성의 면에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학교수학교육에서 겪어왔던 경험을 자신

이 현재 갖고 있는 공평성의 관점에 비추어서 평가하

였는데, 한국과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유사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이라는 입장이 한국은 59%, 미

국은 55%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긍정적이라는 입장도 한국 약 24%,

미국 약 24%로 유사하지만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

다.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예비교사는 영재수업

이나 보충수업을 들었고, 미국의 예비교사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평성은 특별한

대상자에게 별도로 제공되어야 할 수업에 초점이 있다

면, 미국에서는 수업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이것은 현재 예비교사에게 공평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던 영재교육 강화와 부진아 보충 지

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의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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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주요한 공평성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

평성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공평한 수학

수업이란 특별한 교육 지원이라는 측면 이전에 일반

학생들의 일상적인 수업에서 강조되고 고려하여야 하

는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평성에 대한 입장이 보여주는 연구 결과에 대하

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수학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며 수업을 통하

여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하여 미국의 예비교사들

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예비교사들

이 약 14%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수학적 능

력이라는 것은 학습기회나 경험이 작용하고 수업과정

을 통하여 키워갈 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

다.

둘째로, 한국 예비교사는 공평성(equity)과 평등

(equality)을 동일한 것으로서 모든 학생은 같은 학습

기회를 제공받고 같은 정도의 학업 성취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약 12%가 동의하고 있다. 공평한 수업

이란 단지 학업성취도라는 하나의 잣대로 결과만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으로 높

은 수준의 학습 기회와 학습 결과를 갖도록 돕는 것이

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다는 전제가 공

유되어야 학생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고 교수 학습의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성을

단순히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수학 수업에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불공평

은 강화될 수 있다.

셋째로 성취도에 따라 집단을 별도로 나누어 교실

을 구성하는 것은 최근 수학교육의 공평성 연구에서

지양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인간의 많은 특성 중

에 단 한 가지를 강조하여 차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학 교육에서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인 관점이나

구성주의 관점을 지향하는 교육 선진국에서는 성취도

에 따른 집단구성이 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한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성취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

하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의 실태나 성취도에 따른 수

준별 수학교실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 수준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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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ross-national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S. 
pre-service teachers’ views on equitable mathematics teaching. Pre-service teachers enrolled in 
mathematics education courses at the two sites (Korea, n=51; U.S., n=33) were administered a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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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between the sites regarding the following: (a) advocating for equitable mathematics teaching, and 
(b) conceptualizing equitable teaching as a way to support the learning of less capable students. 
Differences were found with regard to nurturing growth mindsets in mathematics; positioning toward 
equal opportunities and outcomes in learning; and relating to grouping as collaborative learn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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