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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 양상에 대한 국제 비교

: 프랑스, 호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를 중심으로
1)

권 점 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수학과 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하고 있는 국가를 연구 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각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프랑스의 경우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에 해당하는 cycle별로 도달해야 하는

학습 역량(우리나라 교과 역량에 해당)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된 공통 역량(socle commun, 우리나라 핵심역량

에 해당)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 호주의 경우 학년별에 도달해야 하는 숙달 영역(proficiency strands, 우리나라 교과

역량에 해당)에 대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각각의 성취기준에 관련된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 우리나라 핵심역량에 해당)을 밝히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교과 교육과정의 영역을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역량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을

구체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에 따라 국가․사

회적 요구, 학생의 발달, 가르치는 교과의 학문적 요구 등에 따라 변한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과

학기술,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교과 내용 중심의 교육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OECD에서 수행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프로젝트에 의해 증폭되었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인간의 전체 삶에서 역량이 중

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역량에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소

경희, 2007, p.2).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에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으며, 국가 또는 주 단위 교육과

정에 역량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프랑스,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등의 국가 교육과정을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육과정 총론이나 교과 교육과정에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

로 반영하고 있다.

수학 교육에서도 역량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DeSeCo 프로젝트가 수행되

기 이전에 발표된 NCTM(2000)에서는 수학 내용뿐만 아니라 역량에도 중점을 두고 학년군별로 도달해야 하는

내용 규준과 과정 규준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NCTM(2000)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CCSSM에서도 수학 내용

에 대한 성취기준 이외에 수학적 실천(mathematical practice)을 두고, 각각의 수학적 실천에 대해 우수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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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에 핵심역량을 도입하고, 교과 교육과정에 총론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역량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된 핵심역량은 각 역량

의 의미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교과 역량의 경우도 각 역량의 의미를 제시하고, 교수ㆍ학습 방법이나

평가에서 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총론의 핵심역량

과 교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총론의 핵심역량

과 교과 역량 사이의 관계는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임윤아․장소영(2016)의 연구에

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교과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핵

심역량의 종류와 비중, 역량 간 네트워크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의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이 의미를 제시하거나 교수ㆍ학습 방법이나 평가에서 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평가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이나 학년군, 학교급에 부합

하도록 핵심역량 및 교과 역량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

과 교과 역량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에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외국의 교과 교육과정 중 수학과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어떠한 역량이 어떻

게 반영되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시 수학과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국가로 선정한 프랑스, 호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역량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학과

교육과정에 역량이 반영되어 있는 국가를 탐색하였고, 다음으로 각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역량이 반영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량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에서 역량의 도입

‘역량’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3년 McClelland에 의해서이다. McClelland에 따르면, 역량이 지능보

다 직업 수행을 더 잘 예언할 수 있으며, 인종, 성별, 문화적 배경, 학력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였다

(McClelland, 1993: 민병모 외(역), 1998, p.16). 교육에서 역량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는 OECD에서 수행한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역량은 본래 직업 교육이나

훈련 분야, 성인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오던 개념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인간의 삶 전체와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역량이 우리의 삶에 중

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주었고, 그로 인해 역량에 대한 학교 교육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경희, 2007, p.2).

역량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 2020. 4. 2.), DeSeCo 프로젝트에 따르면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가

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2003, p.3: 소경희(2007, p.6)에서 재인용).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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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역량 중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역량을 추출하여 핵심 역량이라 하였는데,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이

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그 예이다(이근호 외, 2017).

수학 교육에서는 DeSeCo 프로젝트 이전부터 역량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NCTM(2000)에서는 수학 수업

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수학적 이해와 역량을 10가지 규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중 5

개는 수학 내용과 관련된 규준이고, 나머지 5개는 역량과 관련된 과정 규준이다. 이러한 5개의 과정 규준은 문제

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활

용하는 방법을 강조한다(NCTM, 2000, p.29). 또한 NCTM(2000)에서는 유치원 이전부터 12학년까지의 수학 교육

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각각의 과정에 대한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Ⅱ-1> 참조).

과정 규 준

문제

해결

수업을 통해 유치원 이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통해 새로운 수학 지식을 구성한다.

•수학이나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고 채택한다.

•수학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다.

추론과

증 명

수업을 통해 유치원 이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추론과 증명을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으로 인식한다.

•수학적 추측을 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수학적 논쟁과 증명 능력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추론과 증명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의사

소통

수업을 통해 유치원 이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조직하고, 공고히 할 수 있다.

•학생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친구나 교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수학적 사고와 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연결성

수업을 통해 유치원 이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수학적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수학적 아이디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수학 이외의 상황에서 수학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

표 현

수업을 통해 유치원 이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표현을 만들고 사용해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기록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다.

•수학적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적용하며, 번역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현을 사용해서 물리적, 사회적, 수학적 현상을 모델링하고 해석할 수 있다.

출처: NCTM, 2000, pp.52-71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표로 재구성함

<표 Ⅱ-1> NCTM의 과정 규준

NCTM 과정 규준의 영향을 받은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미국의 Common Core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이하 CCSSM)을 들 수 있다. CCSSM은 주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미국에서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 저하, 주 사이 학업성취도 격차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이다.

CCSSM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학 이외에 다른 교과 교육과정도 개발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이 교육과정

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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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2018, p.47

[그림 Ⅱ-1] CCSSM의 수학적 실천

CCSSM은 역량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8개의 수학적 실천(mathematical practice)을 두어

모든 학년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8개의 수학적 실천은 ‘문제를 이해하고 끈기 있게 풀기’, ‘추상적으로, 정량

적으로 추론하기’, ‘실행 가능한 주장을 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판하기’, ‘수학으로 모델링하기’, ‘적절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구조를 찾고 활용하기’, ‘반복된 추론에서 규칙성을

찾고 나타내기’로 구성된다. 또 CCSSM에서는 각각의 수학적 실천에 대해 수학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권점례 외,

2018b, p.57). 그러나 이러한 행동 특성은 CCSSM의 앞부분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고, 학년별 교육 내용에서는

[그림 Ⅱ-1]과 같이 각 학년에서 지도하는 수학 내용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8개의 수학적 실천 항목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제시되는 영역별 성취기준은 수학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수학적 실천에 대한 언급은 제

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권점례 외, 2018b, pp.58-59).

우리나라에서도 역량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는데, 학교 교육에서 역량에 대한 논의는 2010년을 전후해

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역량 교육, 역량 모델, 교수 역량, 역량 기반 교육과정 등과 같이 학교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이 활용되었으며, 사회적 역량, 대인관계 역량, 글로벌 역량 등과 같이 다양한 역량들이 사용되었

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 이광우 외(2008)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역량, 고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역량,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

심 역량,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제안하였다. 또 국가 교육과정 분야에서 핵심역량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이근호 외(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인 이근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핵심 역량

계발을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를 연계하는 방향을 탐색하는 한편,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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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탐색하였다. 또 진의남 외(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을 “교실 수준에서 교사가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

으로 학교, 교실, 교사, 학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교수·

학습을 실행한 후, 적절한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제작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피드백 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

의하면서, 교실 수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평가를 통해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반영하고자 한 시도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신

이섭 외, 20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NCTM 과정 규준의 영

향을 받아 ‘수학적 과정’을 도입하였으나 고시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

다. 이 연구에서 수학적 과정은 ‘수와 연산, 도형 등의 내용 영역에서 다루는 수학적 주제를 이해하고 습득할 때,

그리고 그러한 수학적 주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할 때 활성화되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의 요소로 구성된다(신이섭 외, 2011, p.11). 또 이 연구에서는

<표 Ⅱ-2>와 같이 각 요소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학적 과정의 각 요소에 대해 학생들의 도달해

야 하는 목표 또는 성취기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

가.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또는 보완하고 적절한 전략이나 사고 과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 문제해결의 과정이나 완결 후 문제제기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다.

라. 문제해결에서 얻는 결과와 사용된 전략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추론

가. 수학적 추론이나 주장을 만들고, 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

나. 수학적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을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의사소통

가. 수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다.

나. 자신의 수학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개선할 수 있다.

다. 다른 사람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신이섭 외(2011, p.12)

<표 Ⅱ-2> 수학적 과정의 요소와 특징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역량이 반영된 것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총론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역량을 반영하였는데, 총론에서의 역량을 ‘핵심역량’이라 하고,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역량을 ‘교과 역량’이라 하였다. 총론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서는 각각의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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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자신감을가지고자신의삶과진로에필요한기초능력과자질을갖추어자기주도적으로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기초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전문분야의지식, 기술, 경험을융합적으로활용하여새로운것을창출하

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자신의생각과감정을 효과적으로표현하고다른 사람의 의견을경청하며존중하는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출처: 교육부(2015a, p.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은 총론에 제시된 6개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는데, 총론의 핵심역량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교과 역량으로 선정한 교과도 있고, 수학과와 같이 교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교과 역량을 선정한 교과도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 개정 시안 연구(신이섭 외, 2011, pp.11-12)에 제시된 수학적 과정인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에 ‘창의ㆍ

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을 추가하여 6개의 수학 교과 역량을 구성하였다(박경미 외, 2015, p.17).

6개 수학 교과 역량의 의미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수학 교과 역량의 종류와

의미를 제시하고,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학 교과 역량의 종류

와 의미는 <표 Ⅱ-3>과 같다. 그리고 ‘성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의 함양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학생들이 잠재력과 재능을 발현하며,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고 수

학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교육부, 2015b,

p.4).

수학 교과 역량 의 미

문제해결
해결방법을알고있지않은문제상황에서수학의지식과기능을활용하여해결전략을탐색하

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추론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

창의ㆍ융합

수학의지식과기능을토대로새롭고의미있는아이디어를다양하고풍부하게산출하고정교

화하며,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

소통

수학지식이나아이디어, 수학적활동의결과, 문제해결과정, 신념과태도등을말이나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정보 처리
다양한자료와정보를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적절한공학적도구나교구를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태도및실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주적 수학 학습 태도와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

출처: 교육부, 2015b, p.4에 제시된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표 Ⅱ-3> 수학 교과 역량의 종류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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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 역량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선언적

인 의미만으로는 수학 교과 역량을 이해하고, 이를 수업이나 평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서

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 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수학과의 목표에서 수학 교과 역량을 찾을 수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에

수학 교과 역량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항에는 6개의 수학 교과 역량

중에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에 ‘창의ㆍ융합’, ‘정보 처리’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세 번째 항에는

‘태도 및 실천’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수학 교과 역량은 수학과의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1) 생활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

(2) 수학적으로추론하고의사소통하며, 창의 융합적 사고와정보처리능력을바탕으로생활주변현상을수학적으

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3) 수학 학습의즐거움을 느끼고수학의유용성을 인식하며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태도와실천 능력을기른다.

출처: 교육부, 2015b, p.4에서 발췌함

다음으로 수학 교과 역량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기능’과도 연계되어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어(교육부, 2015b, 일러두기) 교과 역량과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그림 Ⅱ

-2]를 보면 ‘기능’과 수학 교과 역량과 관계가 분명해진다. 그림에서는 교과 역량을 기능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

고, 기능을 수업(학습) 활동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수행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기능’은 각각의

수학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이광우 외(2015, p.21)

[그림 Ⅱ-2] 교과 역량, 기능, 활동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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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내용 체계 중 도형 영역을 발췌한 것이다. 제시된 기능을

보면, 만들기, 꾸미기, 그리기, 구별하기, 분류하기, 활용하기, 이름 짓기, 이해하기, 채우기는 도형 영역 성취기준

에 포함된 수행 동사에서 추출하였고, 설명하기, 규칙 찾기, 조작하기, 표현하기, 추측하기, 확인하기, 문제 해결

하기 등은 수학 교과 역량에서 추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기능이 수학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것

이지만 실제 추출된 기능을 보면 수학 교과 역량과의 관계가 유기적이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1∼2학년 3∼4학년 5~6학년

도형

평면
도형

주변의 모양은 여러

가지 평면도형으로

범주화 되고, 각각의

평면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평면도형의 모양

∙평면도형과 그

구성 요소

∙도형의 기초

∙원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다각형

∙평면도형의 이동

∙합동

∙대칭

만들기
꾸미기
그리기
구별하기
분류하기
활용하기
이름 짓기
이해하기
채우기
추론하기
설명하기
규칙 찾기
조작하기
표현하기
추측하기
확인하기
문제해결하기

입체
도형

주변의 모양은 여러

가지 입체도형으로

범주화 되고, 각각의

입체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입체도형의 모양 ∙직육면체, 정육

면체

∙각기둥, 각뿔

∙원기둥, 원뿔, 구

∙입체도형의 공간 감각

출처: 교육부, 2015b, pp.5-6

<표 Ⅱ-4> 초등학교 내용 체계 일부: 도형 영역

마지막으로 수학 교과 역량은 교수ㆍ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제시된 ‘교수ㆍ학습 방향’, ‘교수ㆍ학습 방법’, ‘평

가 방향’, ‘평가 방법’ 등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수학 교과 역량 중에서 태도 및 실천 역량의 교수ㆍ학습 방

법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

을 강조하고, 수학 교과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ㆍ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학습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① 수학을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과 관련지어 지도하여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알게 하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② 수학에대한관심과흥미, 호기심과자신감을갖고수학학습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하며, 끈기있게도전하도

록 격려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한다.

③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게 한다.

④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태도를 갖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

출처: 교육부, 2015b,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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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외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역량이

반영되어 있는 외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선정하였다. 역량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국가의 교육과정은 역량과 관련해

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1>는 본 연구에서 선정

한 연구 대상 국가와 연구 대상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순서 국가 수학과 교육과정

1 프랑스 L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a)

2 호주 호주 F-10 교육과정 홈페이지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

3 캐나다 BC 주 캐나다 BC 주 교육과정 홈페이지 https://curriculum.gov.bc.ca/

<표 Ⅲ-1> 연구 대상 국가의 선정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선정한 연구 대상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표 Ⅲ-2>과 같다.

구분 분석 내용

역량의

구성

◦역량의 명칭

◦총론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의 구성

◦총론의 역량 또는 수학 교과 역량의 의미

역량의 반영

양상

◦총론의 역량의 반영 양상 분석

◦수학 교과 역량의 반영 양상 분석

<표Ⅲ-2> 본 연구의 분석 내용

먼저 역량의 구성에서는 연구 대상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총론의 역량’와 ‘수학 교과 역량’을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 국가 또는 주 수준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경우도 있고, 수학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역량을 ‘총론의 역량’이라 하고, 수학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역량을 ‘수학 교과 역량’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국가의 수학적 교육과정에 반영된

총론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에 대해 역량의 명칭과 종류, 각 역량의 의미, 총론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 사이

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또 역량의 반영 양상에서는 총론의 역량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수학 교과 역량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Ⅳ. 결과 분석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대상 국가 별로 해당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역량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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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대상 국가별로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을 소개한 후, 역량의 구성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어떠한 역량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역량의 반영 양상에서는 그러한 역량

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프랑스

현행 프랑스 교육과정은 2015년에 고시되었다. 프랑스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리나라

의 학년군과 유사한 몇 개의 cycle로 구분하고 있는데, cycle 1은 유치원, cycle 2는 초등학교 1∼3학년, cycle 3

은 초등학교 4∼6학년, cycle 4는 중학교 1∼3학년에 해당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cycle 1은 CANOPÉ

Éditions, École Maternelle(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b)에 제시되어 있고, 초,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cycle 2, 3, 4는 L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a)에 제시되어 있다.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은 cycle별로 제시하는데, 각 cycle에서는 cycle에서의 교육을 개관하고, 총론

의 역량에 해당하는 ‘socle commun’의 하위 요소별 교육의 주안점을 제시한 후, 교과별로 교과 교육과정을 제시

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과정도 우리나라와 같은 서지 자료 형태이다.

가. 역량의 구성

프랑스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량은 총론의 역량에 해당하는 ‘socle commun’과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

하는 ‘compétences travaillées’으로 구성되어 있다1). <표 Ⅳ-1>은 프랑스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량을 구

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구분 명칭 역 량

총론의

역량

공통

역량

- 사고력과소통능력배양을위한언어능력

- 학습 방식과 도구

- 인성 및 민주시민성

- 자연 체계 및 기술 체계

- 세상과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표현

수학

교과

역량

학습

역량

- 연구하기

- 모델링하기

- 표현하기

- 추론하기

- 계산하기

- 의사소통하기

<표 Ⅳ-1> 프랑스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량의 구성

공통 역량(socle commun)은 현행 프랑스 교육과정인 CANOPÉ Éditions, École Maternelle(2015)와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L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2015)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사고력과

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언어 능력(Les langages pour penser et communiquer)’, ‘학습 방식과 도구(Les

méthodes et outils pour apprendre)’, ‘인성 및 민주시민성(La formation de la personne et du citoyen)’, ‘자연

체계 및 기술 체계(Les systèmes naturels et les systèmes techniques)’, ‘세상과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표현

(Les représentations du monde et l’activité humaine)’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역량은 학교 교육 전반을

1) 본 연구에서는 ‘socle commun’을 ‘공통 역량’이라 하고, ‘compétences travaillées’을 ‘학습 역량’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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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길러져야 하는 역량으로, 범교과적 성격을 가지며, 모든 교과에 적용된다. 각 cycle의 개관에서는 각각의

공통 역량에 대해 해당 cycle에서 지도해야 하는 주안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 역량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L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프랑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 역량(compétences travaillées, 이하 학습 역량)은 연구하기(chercher), 모델

링하기(modéliser), 표현하기(représenter), 추론하기(raisonner), 계산하기(calculer), 의사소통하기(communiquer)의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 역량은 공통 역량과는 달리 수학 교과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cycle별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cycle에서 도달해야 하는 학습 역량을 성취기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역량 각

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나. 역량의 반영

프랑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학습 역량이 주로 반영되어 있고, 총론의 역량에

해당하는 공통 역량은 각각의 학습 역량과의 관련성을 표시하고 있다.

학습 역량

연구하기

≫문제를 제기하고 관찰하고 다루고 체험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필요하다면일정 시간의 자율적인 탐구시간을가진 후교사의

도움으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진입한다.

≫ 학생 스스로 또는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에 의해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하고 시도해 본다.

공통 역량(Domaines du socle): 2, 4

모델링하기

≫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들, 특히 크기와 길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 덧셈 상황, 곱셈, 나눗셈 상황에 대한 문제와 분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 실제 물체의 형태를 인식하고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재현한다.

공통 역량(Domaines du socle): 1, 2, 4

표현하기

≫ 표현의 서로 다른 체계(그림, 도식, 수형도 등)를 이해한다.

≫ 숫자를 사용해서 수량 또는 크기를 표현한다.

≫ 입체와 공간적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공통 역량(Domaines du socle): 1, 5

추론하기

≫ 조작, 계산, 측정 결과를 예상한다.

≫ 도구를 이용하여 재현하기 위해 도형을 고찰한다.

≫ 자신의 판단을 변경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 확인한 것을 증명하는 필요성과 이들을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공통 역량(Domaines du socle): 2, 3, 4

계산하기

≫ 암산 또는 지필로, 정확한 또는 대략적으로 수를 계산하고, 제시된 수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

≫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공통 역량(Domaines du socle): 4

의사소통하기

≫ 말과 글을 이용하고, 전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추론을 논증하기 위해 자연스런 언어와 몇몇 표현과 상징을 이용한다.

공통 역량(Domaines du socle): 1, 3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p.74

<표 Ⅳ-2> cycle 2의 학습 역량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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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cycle에서 도달해야 하는 학습 역량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2>은

cycle 2의 학습 역량에 대한 성취기준이다. 표를 보면, 6개의 학습 역량에 대해 cycle 2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각 학습 역량과 관련 있는 공통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역량 중 ‘연

구하기’는 공통 역량 2인 ‘학습 방식과 도구’와 4인 ‘자연 체계 및 기술 체계’와 관련이 있고, ‘표현하기’는 공통

역량 1인 ‘사고력과 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언어 능력’와 5인 ‘세상과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표현’과 관련이

있다.

또 프랑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 역량이 반영된 양상은 내용 영역별 성취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

용 영역별 성취기준은 각 cycle 말에 도달해야 하는 기대 수준으로, 해당 성취기준과 연계된 지식과 역량, 그리

고 학생들을 위한 상황, 활동, 자원의 예시를 제시한다. <표 Ⅳ-3>는 cycle 2의 수와 계산 영역의 성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를 보면, 성취기준인 ‘수를 세고, 정렬하고, 구분하고, 비교하기 위해 수를 이해하고 이용한다.’

에 대해 ‘수를 세고 구성하고 집합을 비교한다.’, ‘수를 세는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 ‘하나의 행렬 또는 경로의

열 또는 위치를 구분한다.’ 등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하나의 성취기준에 대해 성취기준과 연계된 몇 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학습 역량보다는 해당

성취기준과 보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성취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된 지식과 역량 학생들을 위한 상황, 활동, 자원의 예시

수를 세고, 정렬하고, 구분하고, 비교하기 위해 수를 이해하고 이용한다.

수를 세고 구성하고 집합을 비교한다.

수를 세는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

≫ 수를 세는 절차

하나의 행렬 또는 경로의 열 또는 위치를 구분한다.

리스트의 행과 선행하는 요소들의 수 사이의 관계를 만든다.

≫ 서수와 기수 사이의 관계

=, ≠, <, > 등의 기호를 이용하여 정수를 비교하고, 정렬하고,

배치하고, 삽입한다.

≫ 같은 수의 두 가지 명칭의 등가성을 나타내는 등식

≫ 순서

≫ =, ≠, <, >의 의미

집합의 수를 세고 그것을 조직하고 요소들의 수를 지칭한다.

특별한 중요성이 십의 자리 수, 백의 자리 수, 천의자리 수에 의

한 재편성에 적용된다.

비교는 통상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쓰기에 대해 주어질 수 있다.

예를들어 5=3+2를 이용하여 두 수가 같다는 추론을 통해 8+5+4

와 8+3+2+4를 비교한다.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p.76

<표 Ⅳ-3> cycle 2의 수와 계산 영역의 성취기준에 대한 수학 교과 역량 관련 내용

2. 호주

주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호주는 2008년에 발표된 ‘호주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목표에 대한 멜버른

선언(the 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의 영향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

발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 호주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2011년에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교과에 처음 적용되었고,

2013년부터 모든 교과에 대해 전면 적용되었으며, 2018년 이후 최근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은 서지 자료로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웹 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Ⅳ

-1]은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 중 유치원-10학년 교육과정 웹 사이트를 나타낸 것이다.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 웹

사이트에서는 유치원에서 10학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고등 과정 교육과정, 학부모를 위한 자료, 학생 개인차를



수학과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 양상에 대한 국제 비교: 프랑스, 호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를 중심으로 147

위한 자료, 기타 자료 및 교육과정 관련 출판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유치원-10학년 교육과정 웹 사이트에서

는 유치원에서 10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습 영역(즉 교과),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 범

교과 우선 사항(Cross-curriculum priorities)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2]은 호주 국가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은 학습 영역, 일반 역량, 범

교과 우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영역은 우리나라 교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학을 비롯한 12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역량은 우리나라 총론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7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교

과 우선 사항은 우리나라 범교과 학습 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아시아와 호주의 관계, 지

속가능성의 3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역량과 범교과 우선 사항이 각각의 학습 영역, 즉

교과의 맥락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고 한다(권점례 외, 2018a, p.46).

출처 :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

[그림 Ⅳ-1] 호주의 유치원-10학년 교육과정웹사이트

출처: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structure/

[그림 Ⅳ-2]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의 3차원 모델

가. 역량의 구성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량은 총론의 역량에 해당하는 ‘general capabilities’와 수학 교과 역량에 해

당하는 ‘proficiency strands’이 있다2). 각각의 역량은 <표 Ⅳ-4>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론의 역량에 해당하는 ‘general capabilities(이하 일반 역량)’은 문해력, 수리력, 정보통신기술(ICT) 능

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 개인 및 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타문화 이해의 7개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교육과

정은 웹 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량을 위의 표와 같이 아이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general capabilities’을 ‘일반 역량’이라 하고, ‘proficiency strands’은 ‘숙달 영역’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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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역 량

총론의

역량

일반

역량

- 문해력( ) - 수리력( )

-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 - 비판적 창의적 사고( )

- 개인 및 사회적 능력( ) - 윤리적 이해( )

- 타문화 이해( )

수학

교과

역량

숙달

영역

- 이해하기 - 유창성

- 문제 해결 - 추론

<표 Ⅳ-4> 호주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량의 구성

이러한 일반 역량은 지식, 기능, 행동, 성향을 포함하는데, 학생들은 안팎의 변화하고 복잡한 환경에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일반 역량을 개발한다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general-capabilities, 검색일: 2020. 4. 8). 또 호주 교육

과정에서는 각각의 일반 역량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하위 요소를 도식으로 제시하는데, [그림 Ⅳ-3]는

그중 수리력을 나타낸 것이다. 수리력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행동, 성향을

포함하며, 학생들은 세상에서 수학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목적에 부합하게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

려는 성향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

general-capabilities/numeracy/, 검색일: 2020. 4. 8.).

출처: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general-capabilities/numeracy/, 검색일: 2020. 4. 8.

[그림 Ⅳ-3] 일반 역량 중 수리력의 구성 요소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proficiency strands(이하 숙달 영역’은 이해하기, 유창성, 문제해결, 추론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숙달 영역은 앞서 제시한 일반 역량과 달리 수학 교과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일반 역

량과는 달리 각각의 숙달 영역에 대해 그 의미를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학년별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

에 앞서 해당 학년에서 도달해야 하는 각각의 숙달 영역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나. 역량의 반영

호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총론의 역량에 해당하는 일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숙달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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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반영되어 있었다. 먼저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그에 따른 상세 설명(elaboration)에 관련된 일반 역

량을 아이콘 형태로 표시하고 있다. <표 Ⅳ-5>은 7학년 수와 대수 영역 수와 자릿값에 대한 성취기준의 일부이

다. 표를 보면, 성취기준 ‘지수 표기법을 탐구하고 모든 범자연수를 소수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수리력( )과 관련이 있고, 그에 따른 상세 설명 ‘소수와 합성수를 정의하고 비교하며 그 둘 사이의 차이점

을 이해한다.’은 문해력( ), 수리력( ), 비판적․창의적 사고( )와 관련이 있다. 호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각

학년별 성취기준을 보면, 총론의 역량인 일반 능력이 고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7학년 내용

수와 대수

수와 자릿값

○지수표기법을 탐구하고모든 범자연수를소수의거듭제곱의곱으로으로 나타낼 수있다. (ACMNA149-Scootle )

<상세 설명>

소수와 합성수를 정의하고 비교하며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인수로 계속해서 나누거나 인수 트리 만들기를 이용하여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자연수를 표현하는 전략에 인수에 대한 지식을 적

용할 수 있다.

자연수의 소인수분해를 비교하면서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략)

출처: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mathematics (검색일: 2018. 8. 16)

<표 Ⅳ-5> 호주 수학과 교육과정 7학년 수와 대수 영역의 성취기준 일부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숙달 영역(proficiency strands)도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수학 교과

역량인 숙달 영역은 이해하기, 유창성, 문제해결, 추론의 4개로 구성되는 데,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 학년별로 각

학년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과 결합해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6>는 1학년에서

도달해야 하는 숙달 영역의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수준에서

이해하기는 수 이름, 숫자, 양 연결하기, 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해하기를 포함한다.

유창성은 수를 앞으로, 뒤로 자유롭게 세고, 수직선에 수를 나타내며, 각 주의 날짜를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제해결은 구체물을 사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모델링하고, 익숙하지 않은 위치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며, 능숙하게 수 세기를

하여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추론은 익숙한 비형식적인 단위를 사용해서 길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자료의 표현을 정당화하며, 패턴을 만들고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mathematics (검색일: 2018. 9. 3)

<표 Ⅳ-6> 1학년에서 성취해야 하는 숙달 영역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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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캐나다 연방 정부에는 교육 관련 부서가 없고,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주 정부에 있으며, 교육과정 개

발․보급도 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권점례 외, 2018a, pp.48-51). 캐나다 서부의 대표적인 주 중 하나인 브리

티시 콜롬비아 주(이하 BC 주) 교육과정은 2011년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2015년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부

터는 학교 현장에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6-2017년에 유치원에서 9학년, 2018-2019년에 10학년,

2019-2020년에 11-12학년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B. C. Ministry of Education, 2015a).

개정된 BC 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필수 학습, 문해력과 수리력 기초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개정이 이루어

졌다(B. C. Ministry of Education, 2015b).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알기-행하기-이해하기

(Know-Do-Understand)’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였다([그림Ⅳ-4] 참조). 여기서 ‘알기’는 내용 학습 기준과 관련

이 있는데, 각 학년에서 학습하는 필수적인 학습 주제와 지식을 상세화한 것이다. ‘이해하기’는 빅 아이디어와 관

련이 있으며,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마쳤을 때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습 영

역에서 중요한 일반화 원리,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행하기’는 교육과정 역량과 관련이 있으며, 학

습 과정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기능, 전략, 과정을 말한다.

출처: 권점례 외, 2018, p.53에서 발췌함

[그림 Ⅳ-4] BC 주 개정 교육과정 모델

캐나다 BC 주 교육과정은 호주와 같이 웹 사이트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수학과 교육과정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간략한 편이다. 교육 내용은 학년별로 제시되고 있으며, 간략하게 제시되는 교육 내용을 보완하기 위

해 학년별로 상세 설명(elaboration)3)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가. 역량의 구성

캐나다 BC 주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량은 총론의 역량에 해당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과 수학 교

과 역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역량(curricular competencies)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역량은 <표 Ⅳ-7>과 같이 구

성되어 있다.

3)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학습 기준을 보면, [그림 Ⅳ-6]이나 <표 Ⅳ-8>에서와 같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다.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상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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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역 량

총론의

역량

핵심

역량

-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하기

․협력하기

- 사고 역량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비판적․반성적으로 사고하기

- 개인 및 사회적 역량

․자신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긍정적인 자아 및 문화 정체성

․사회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수학 교과

역량

교육

과정

역량

- 추론하기와 분석하기

- 이해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 의사소통하기와 표현하기

- 연결하기와 반성하기

<표 Ⅳ-7>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량의 구성

총론의 역량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은 모든 학생들이 심도 깊은 평생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개

인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의 집합을 말한다(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 검색일: 2020. 4. 1.). 학생

들은 우리나라 교과에 해당하는 학습 영역 교육과정의 “행하기”에 참여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때문에 핵

심역량은 교육과정에 통합된 일부분이다. 핵심역량은 특정 학습 영역에 고유한 것도 있지만, 서로 연계가 되어

모든 학습에 기초가 되기도 한다(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 검색일: 2020. 4. 1.).

캐나다 BC 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은 의사소통(C; communication competency), 사고(T; Thinking

competency), 개인ㆍ사회적 역량(PS;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y)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C 주 교육과정에

서는 각 역량의 의미와 하위 역량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의사소통 역량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연계된 지

식, 기능, 과정, 성향을 포함한다.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획득하고, 개발하고, 전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표현하며, 학습을 강화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의사소통

에는 의사소통하기(communicating), 협력하기(collaborating)와 같은 서로 연계된 두 개의 하위 역량이 있다. 또

사고 역량은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 지식, 기능, 과정을 포함하는데, 특정한 사고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 습관

(habits of mind)이나 메타 인지적 인식도 포함한다. 학생들은 사고 역량을 통해 교과 고유의 개념이나 내용을

습득하고, 이를 새로운 이해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사고 역량은 하위 역량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기(Creative

Thinking), 비판적․반성적으로 사고하기(Critical and Reflective Thinking)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사

회적 역량은 개인 자신 또는 지역 사회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능력을 말한다.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은 학생들이 개인으로서 번성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돌보고,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포함한다. 개인 및 사회적 역량과 관련된 하위 역량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Person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긍정적인 자아 및 문화 정체성(Positive Personal and Cultural

Identity), 사회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Soci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을 포함한다

(https://curriculum.gov.bc.ca/competencies, 검색일: 2020. 4. 1.).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학습 기준이 교육과정 역량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교육과정 역량이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역량에는 앞서 제시한 다른

연구 대상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학 교과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교육과정 역량은 모든 학년에서 공통으로 ‘추

론하기와 분석하기’, ‘이해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의사소통하기와 표현하기’, ‘연결하기와 반성하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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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역량을 보면, 하나의 역량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개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다른 국가

들과 마찬가지로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역량을 어떻게 구성하였고, 각 역량의 의미가 무엇인

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나. 역량의 반영

캐나다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역량인 핵심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인 교육과정 역량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이들의 반영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역량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이지도 않는다.

출처: https://curriculum.gov.bc.ca/curriculum/mathematics/1 (검색일: 2018. 9. 3)

[그림 Ⅳ-5] 캐나다 BC 주 초등학교 수학과 1학년 교육과정 사이트(1)

먼저 총론의 역량인 핵심역량을 보면, 수학과 교육과정을 제시할 때 함께 제시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Ⅳ-5]은 캐나다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 사이트이다. 그

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핵심역량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관련 핵심역량 웹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핵

심역량이 수학과 교육과정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없어서 핵심역량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캐나다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 주로 반영된 역량은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역량이다. BC 주

의 경우 다른 연구 대상 국가와 비교했을 때 수학과 교육과정에 수학 교과 역량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Ⅳ-6]은 캐나다 BC 주 1학년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와 학습 기준을 제시한 것이

다. BC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빅 아이디어와 학습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 기준은 다시 교

육과정 역량과 내용으로 구분된다. 교육과정 역량은 모든 학년에서 공통으로 ‘추론하기와 분석하기’, ‘이해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의사소통하기와 표현하기’, ‘연결하기와 반성하기’로 구분되는 데, 학년별로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수학 내용이 아닌 교육과정 역량별로 구분하여 학습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에는 이러한 교육과정 역

량의 학습 기준을 지도할 때 포함해야 하는 수학 내용을 학습 요소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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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역량 내용

학생들에게 다음을 기대한다.

<추론하기와 분석하기>

•추론을 사용해서 연결성을 탐구하고 만든다.

•타당하게 어림한다.

•양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암산 전략 및 능력을 기른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수학을 탐구한다.

•상황화된 경험에서 수학을 모델링한다.

<이해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놀이, 탐구, 문제해결을 통하여 수학적 이해를 개발하고, 설명하고, 적용한다.

•시각화하여수학개념을탐구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사용한다.

<의사소통하기와 표현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학적인 생각을 의사소통한다.

•수학 용어와 언어를 사용해서 수학적 토론에 기여한다.

•수학적 아이디어와 결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구체물, 그림, 기호 형식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연결하기와 반성하기>

•수학적 사고를 반성한다.

•수학 개념끼리 또는 수학 개념을 다른 교과 또는 자신의 흥밋거리와 연결한다.

•원주민(First Peoples)의 세계관이나 관점을 통합해서 이를 수학 개념과 연

결한다.

학생들에게 다음을 기대한다.

•20까지의 수 개념

•10 만들기 방법

•20까지의 덧셈과 뺄셈(연산과 절차 이해하기)

•다양한요소와속성으로이루어진반복 패턴

•20까지의 양을 구체물과 말로 바꾸기

•등식과 부등식의의미

•비표준단위를 이용한 직접 측정(임의단위를 이

용한 측정과 보편단위를 이용한 측정)

•평면도형과입체의비교

•일대일대응을 이용한 구체물 그래프

•비교언어를사용한친숙한일상생활의가능성

•경제 소양: 동전의 가치, 돈 바꾸기

출처: https://curriculum.gov.bc.ca/curriculum/mathematics/1 (검색일: 2018. 9. 3)

[그림 Ⅳ-6] 캐나다 BC 주 초등학교 수학과 1학년 교육과정 사이트(2)

빅 아이디어

20까지의 수는 몇 십과
몇으로 분해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낸다.

계산의유창성을개발하기위
해10까지수의덧셈과뺄셈은
구체물, 그림, 기호를 사용해
서표현할수있다.

패턴에서 반복되는 요
소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과 도형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하
고,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

구체물 그래프는 자료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데 도
움이 되며, 일대일대응을
나타낸다.

학습 기준

이러한 교육과정 역량의 학습 기준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6∼9학년까지 동일한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8>는 ‘추론하기와 분석하기’에 대한 학습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 제시

된 학습 기준을 보면, 유치원-5학년은 5개, 6-9학년은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하게 어림하기’나 ‘상황화된

경험에서 수학을 모델링하기’와 같이 동일한 학습기준도 있지만 나머지 학습기준은 6-9학년에서 더 높은 수준으

로 제시되어 있다.

학년 교육과정 역량 학습 기준

유치원
∼
5학년

ㆍ추론을 사용해서 연결성을 탐구하고 만들기
ㆍ타당하게 어림하기
ㆍ양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암산 전략 및 암산 능력 기르기
ㆍ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수학을 탐구하기
ㆍ상황화된 경험에서 수학을 모델링하기

6학년
∼
9학년

ㆍ논리와 패턴을 사용해서 퍼즐을 해결하고 놀이하기
ㆍ추론과 논리를 사용해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기
ㆍ타당하게 어림하기
ㆍ암산 전략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ㆍ도구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패턴이나 관계를 탐구하거나 만들고, 추측을 검증하기
ㆍ상황화된 경험에서 수학을 모델링하기

출처: https://curriculum.gov.bc.ca/curriculum/mathematics (검색일: 2018. 8. 24.)

<표 Ⅳ-8> ‘추론하기와 분석하기’에 대한 학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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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는 교육과정 역량 학습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elaboration)의 예이다. 위의 표에서 교육과정 역량

성취기준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을 제공하는데, 해당 학년에서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Ⅳ-8>를 보면,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교육과정 역량 ‘추

론하기와 분석하기’에 ‘타당하게 어림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표 Ⅳ-9>는 학년별 ‘타당하게 어림하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K-5학년에서는 익숙한 것과 비교해서 어림하기를 권고하고 있고, 6-9학년에서는 참

조물, 근사, 어림 전략을 사용해서 어림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1학년에서의 원주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어림 전략이나 측정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를 권고하고 있다.

학년 상세설명(elaboration)

유치원

ㆍ익숙한 것(예를 들어 5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과 비교해서 어림하기

ㆍ실생활에서원주민들이사용했던특별한어림전략또는측정전략(예를들어, 해조

류 건조 및 포장)

1학년

ㆍ익숙한 것(예를 들어 5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과 비교해서 어림하기

ㆍ실생활에서원주민들이사용했던특별한어림전략또는측정전략(예를들어, 환경

에서의참조물, 일상적인자연환경, 계절변화를이용해서시간어림하기, 날씨시스

템에 근거해서 온도 어림하기)

2, 3, 4, 5학년 ㆍ익숙한 것(예를 들어 5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과 비교해서 어림하기

6, 7, 8, 9학년
ㆍ참조물, 근사, 어림전략을사용해서어림하기(예를들어버스정류장까지의거리는

약 1km이다. 손톱의 폭은 약 1cm이다.)

출처: https://curriculum.gov.bc.ca/curriculum/mathematics (검색일: 2018. 8. 24.)

<표 Ⅳ-9> 교육과정 역량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의 예

Ⅴ.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역량이 강조되는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과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역량이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총론의 핵심역량과 수학과 교육과정

의 수학 교과 역량을 도입하였으나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주로 수학 교과 역량이 반영되어 있었다. 역량 반영 양

상을 보면, 성격에서 수학 교과 역량의 의미를 제시하고, 수학과 목표나 교수ㆍ학습, 평가에서 수학 교과 역량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수학과 교육과정에 좀 더 실제적으로 총론의 핵심역량이나 수학

교과 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국가로 선정된 프랑스, 호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수학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역

량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국가별로 총론의 역량이나 수학 교과 역량의 구성 및 교육과정 반영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의 연구 대상 국가로 선정된 프랑스, 호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는 총론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이

모두 구성되어 있었고, 수학과 교육과정에도 이 두 역량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국가로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본과 핀란드의 경우 총론의 역량만 구성하고 별도의 수학 교과 역량을 구성하지

않으며, 총론의 역량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론의 역량과 수

학 교과 역량을 모두 구성하고 있으나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수학 교과 역량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향후 교육과

정 개정 시 역량의 반영 양상과 연계하여 현재와 같이 수학 교과 역량만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총론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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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수학 교과 역량을 연계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국가별로 역량의 명칭과 각 역량을 구성하는 역량의 수는 차이가 있었다. 총론의 역량은 모든 교과 교

육과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길러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수학 교과 역량은 수학 교과

특성을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총론의 역량이 수학 교과 역량보다 개수가

많았고, 우리나라는 총론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의 개수가 같았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수학 교

과 역량이 총론의 역량보다 개수가 많았다(<표 Ⅴ-1> 참조).

국가 구분 명칭 역량의구성

한국

총론의

역량

핵심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

동체 역량

수학교과
역량

수학 교과
역량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프랑스

총론의

역량
공통 역량

사고력과 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언어 능력, 학습 방식과 도구, 인성 및 민주시민성, 자연 체

계 및 기술 체계, 세상과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표현

수학교과
역량 학습 역량 연구하기, 모델링하기, 표현하기, 추론하기, 계산하기, 의사소통하기

호주

총론의

역량
일반 역량

문해력, 수리력,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 개인 및 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타문화 이해

수학교과
역량

숙달 영역 이해하기, 유창성, 문제해결, 추론

캐나다

BC 주

총론의

역량
핵심역량 의사소통 역량, 사고 역량, 개인 및 사회적 역량

수학교과
역량

교육과정

역량

추론하기와 분석하기, 이해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의사소통하기와 표현하기, 연결하기와 반성

하기

<표 Ⅴ-1> 국가별 총론의 역량 및 수학 교과 역량 비교

특히 수학 교과 역량을 보면,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은 NCTM 과정 규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창의․융합’과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을 독창

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량들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인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 강

조,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 등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NCTM 과정 규준을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수학 교과 역량에는 ‘증명’, ‘연결성’, ‘표현’, ‘연구하기’, ‘모델링하기’, ‘계산하기’, ‘이해하기’, ‘분석하기’, ‘반성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향후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 총론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의 개수는 적절한지, 총론의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역량이 적절한지, 수학 교과 역량의 경우 ‘연결성’, ‘표현’ 등과 같이

새롭게 추가할 역량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표 Ⅴ-2> 참조).

국가 수학 교과역량

한국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NCTM 문제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

프랑스 연구하기, 모델링하기, 표현하기, 추론하기, 계산하기, 의사소통하기

호주 이해하기, 유창성, 문제해결, 추론

캐나다 BC 주 추론하기와 분석하기, 이해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의사소통하기와 표현하기, 연결하기와 반성하기

<표 Ⅴ-2> 국가별 수학 교과 역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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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대상 국가에서는 자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었

다. 프랑스의 경우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에 해당하는 cycle별로 도달해야 하는 학습 역량의 성취기준을 제

시하고, 관련된 공통 역량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 호주의 경우 학년별에 도달해야 하는 숙달 영역에 대한 성취기

준을 제시하고, 교과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각각의 성취기준에 관련된 일반 역량을 밝히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교과 교육과정의 영역을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역량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대상 국가에서 역량을 반영하는 양상을 종합해 보면,

세 국가 모두 학년이나 학년군에서 도달해야 하는 수학 교과 역량의 수준을 밝히고 있다는 점과 프랑스와 호주

의 경우 수학 교과 역량 이외에 총론의 역량도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총론과 수학과 교육과정에 총론의 역량인 핵심역량과 수학 교과 역

량의 의미만을 밝히고 있을 뿐 학년이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이나 해당 학년

이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에서 역량을 지도할 때 주안점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이나 평가에서 역량을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

만을 반영하고 있고, 수학 교과 역량과 총론의 핵심역량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학 교육을 통해 총론의 핵심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임유나․장소영(2016)의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의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교과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핵심역량의 종류와 비중, 역량 간 네트워크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수학과의 경우 다른 역량에 비해 총론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상당한 영향력을 나

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역량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색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국가와 같이 수학 교과 역량에 대해서도 학년이나 학년군, 또

는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즉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총론의 핵

심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 사이의 관계를 밝히거나 총론의 핵심역량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 본 연구의 결과가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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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method of reflecting the competencies in Korea 
mathematics curriculum, by analyzing what competencies are reflected in foreign mathematics and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study, foreign countries were reflecting their competencies in mathematics curriculum in various ways. In 
France mathematics curriculum,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learning competencies(compétences travaillées) that 
students should reach by cycle were presented, and the related common competencies(socle commun) were indicated. In 
Australia's mathematics curriculum, the general capabilities for achievement standards were identified, and the 
achievement criteria for proficiency strands to be reached by grade level were presented. British Columbia's 
mathematics curriculum actively reflected its competencies. In the mathematics curriculum, domains were reorganized 
based on the competencie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competencies wer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n improving the ways in which  were reflected competencies in mathemati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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