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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수학교육에 대한 고찰: 고등학교 수학교육을 중심으로

강현영1)

본 연구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영국의 고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은 2017년 이후 16세 이후 수
학을 강조하고 평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 해당되는 Key stage 4,
Core Maths, A-level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동과목, 일반선택과목, <기하> 과목과
비교하였다. 영국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수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육과정 총론에서
‘수리력과 수학’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수학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
학 교과목 및 평가를 함께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존의 A-level 수학 평가를 개선하였다. 또한 주제 중
심의 내용을 Key Stage 3부터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고 다른 영역의 주제
와 연결하여 다룸으로써 수학의 내적 외적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주요용어 :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Key Stage 4 수학,
핵심 수학, A-level 수학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방향,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보여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이
발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의 청사진이다. 2022 개정 교
육과정의 중점 사항들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과정 유연화·분권화 등(교육부, 2021)도 미래 교육 혹은 미래 교육과
정의 방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과 맥을 같이 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변화와 환경 문
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변동성, 불확실성이 특
징인 미래사회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 체제 구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와 디지털 친화적인 학습자의 성향 변
화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였다(교육부, 2021).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학의 경우도 교육과정, 교

과목과 그 내용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융합 선택과목과 진
로 선택과목이 개발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도 교
과목과 내용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수학교육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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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학과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동안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하
여 외국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여 왔다(김부미 외, 2019; 김선희,
2014; 나귀수 외, 2003; 박경미, 2004; 신준식, 2011).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국의 수학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박소연, 2007; 나귀수 외, 2004; 여미혜, 2010). 영국은 1988년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고
1989년 처음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고시하였고 이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 2007년에 전체적인 개정
이 있었고 가장 최근 2013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적용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최근 영국의 수학교육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6세 이후 수학

(post-16 Math)를 강조하고 평가를 개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의 선택 기회
를 강화하기 위하여 Core Maths라는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A-level 평
가를 개정하였다. 16-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교육 의무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여
2017년 ‘16세 이후 수학을 위한 스미스 보고서(Report of Professor Sir Adrian Smith’s review of
post-16 Mathematics)’를 발표한다(김부미 외, 2019).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공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영국의 학생들이 18세까지 적절한 수학을 공부하고
참여하도록 새로운 교과목 개발하고 평가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대
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국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

정과 관련된 비교 분석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순위 하락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소경
희, 2015). 그렇지만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수학 교육의 강조를 위해 변화를 추
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수학 교육과정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1. 영국 교육과정의 편재

영국의 수학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교육체제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교육
과정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연합국가로서 국가시험과 Key stage 개념을 공
유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key stag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몇 개 학년(또는 연령)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따라 유연
하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동일한 학년이나 연령의 학생의 성취 수준이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도 각 key stage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느 학년에서 다룰 것인지는 단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다(나귀수 외, 2003).
영국의 학제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5년(3+2), Tertiary 2년 이상, 그리고 3-4년제의 고등교육단

계로 편제된 6-5(3-2)-2-3(4)제이다. 영국의 학교 교육은 학령 전 교육(5세 이전 약 2년간), 5∼11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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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약 6년간), 11∼16세의 중등교육으로 구분되며 이 기간은 의무교육이다. 영국의 중등교육은
16세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key stage 3, key stage 4에 해당하
며 각각 7-9학년, 10-11학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이후 중등학교 단계의 마지막
2년의 계속 교육과정인 6th Form(인문교육의 경우), Upper Secondary, Tertiary, Futher Education 등
을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의 전 단계 2년을 일컬어 몇 가지 용어로 부르
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와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이다.
영국은 기본 학제가 존재하지만 개별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학령 및 학교별 수용 학년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생들은 16세 의무교육과정을 마치면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이하
GCSE) 자격시험을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중심으로 치른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급수준
(Advanced Level)의 시험을 본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영국의 Key
Stage 4와 Sixth Form에 해당되는데, 대학 진학 준비과정으로서 각각 2년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Sixth Form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Key stage 4를 마치고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GCSE)을 응시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Sixth Form 과정에서 A Level을 응시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
적을 획득해야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4).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년제로 운영되는
T-level 과정과 보통 1년제로 운영되는 견습 과정으로 구성된 기술교육 과정에서 기술과 관련된 분야
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다
음 영국의 학제와 교육과정은 다음 <표Ⅱ-1>과 같다(김선희, 2020).

<표 Ⅱ-1> 영국의 교육과정(김선희, 2020)

구분
의무교육 선택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입준비
과정

key
stage

key stage 1
 (KS1)

key stage 2
 (KS2)

key stage 3
 (KS3)

key stage 4
 (KS4) Six Form

학년 준비반 1 2 3 4 5 6 7 8 9 10 11 lower 
sixth

upper 
sixth

연령 5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학년(16세)
에 GCSE 

시험

대학
입시 
시작

2. 영국의 수학교육 목표와 수학적 역량

영국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에 앞서 수학을 학습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수학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p.3).

수학은 역사상 매우 흥미로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면서 수 세기에 걸쳐 발달해온
창의적이고 고도로 내적으로 연결된 학문이다.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며, 과학, 기
술공학에 결정적이며, 금융 소양 및 대다수의 직업에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질 높은 수학
교육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수학의 아름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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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대한 인식, 그 과목에 대한 즐거움과 호기심을 제공해 준다.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Key stage 1〜4단계에서 모
두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p.3).

수학과 국가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지식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상기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킴
으로써 수학의 기초에 능통해진다.

• 관계를 추측하고 일반화하고 수학적 언어를 사용한 논쟁, 정당화, 증명을 발달시킴으로써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정형문제와 비정형문제 모두에 자신의 수학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 총론에는 특별히 역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학 교과의 각론에서 수학교과내
용을 통해 습득해야 할 수학교과 고유의 역량인 ‘수학적 역량(Working Mathematically)’이 제시되어
있다. ‘수학적 역량’은 중등에만 제시되어 있는데, 수학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창성을 개발하고, 수
학적으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다음은 영국 수학교육과정(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p.5-6)에 제시된 수학적 역량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유창성 개발하기
§ Key stage 2에서 학습한 수치적 수학적 능력을 통합하고 소수, 유리수, 지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수 체계와 자리 값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기
§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계산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 수학적 관계의 형식화와 산술의 구조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대수 사용하기
§ 수치적인 값을 식으로 대신하고 식을 바꾸거나 단순화하기, 방정식 풀기
§ 여러 가지 수치적, 대수적, 그래프 그리고 다이어그램 표현[예를 들어, 동치분수들, 분수

와 소수, 방정식과 그래프들 사이의 자유로운 변환
§ 일차 함수와 단순한 이차 함수의 이해와 대수적이고 그래프적인 능숙함 개발하기
§ 수, 대수식, 평면도형과 입체 도형, 확률과 통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언어와 원

리를 사용하기

수학적으로 추론하기
§ 수 체계에 대한 이해 확장; 수와 관계, 대수적이고 그래프 표현 사이의 연결성
§ 측정과 기하 그리고 대수적으로 비례적인 관계의 형식화에서 비와 비례식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형식화하기
§ 대수적이고 그래프적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변수를 확인하기
§ 패턴과 관계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검사하기; 증명이나 반례를 찾기
§ 기하적인 구성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와 대수, 기하에서 연역적으로 추론을

시작하기
§ 수치적 문제의 구조가 덧셈, 곱셈 또는 비례적인 추론을 요구할 때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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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추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탐구(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형식적으
로 표현하기 시작.

문제 해결하기
§ 여러 단계의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학

적 지식을 개발하기
§ 금융 수학을 포함하여, 문제들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수학적 지식을 사

용하도록 개발하기
§ 수학적으로 상황을 모델링하고 다양한 형식적인 수학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결과를 표현

하기 시작하기
§ 익숙하지 않고 비정형적인 문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념, 방법 그리고 기술을 선

택하기

3.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평가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은 의무교육과정인 Key stage 4(10～11학년)를 이수한 후 GCSE 응시 조
건을 충족하고 Six Form College에 입학 자격을 취득한다. 대학입학시험인 A-level을 이수하기 위해
서는 GCSE의 5개 과목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이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영국에
서는 2016년 대학입시를 위한 A-level 시험을 개정하여 발표하였고, 2014년 A-level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Core maths 과목을 개발하고 2016년부터 Core Maths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교육부에서는 Core Math와 A-level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2018), 관련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나 평가와 관련된 예시 문항 등을 제시하고 있
다. Core Marh는 16세 때 GCSE 시험을 본 후에도 모든 학생이 수학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이론
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직장, 학업, 일상적인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다룬다. 이에 따
라 본 절에서 의무 교육과정인 Key Stage 4의 성취기준을 알아보고, 이후 교육과정인 Core Maths의
배경과 내용, A-level의 내용은 영국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와 관련 기관의 자료 및 평가와 관
련하여 그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Key Stage 4
영국의 수학교육 과정에서는 내용 영역별로 Key stage 단계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

다. Key stage 4의 경우, 추가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 }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Key stage
4의 교과 내용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우리나라 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Key
stage 3과 영역은 동일하다.

수
§ {수세기를 위한 곱의 사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리스트 전략 적용하기
§ {주어진 양수의 거듭제곱과 근을 추정하기}
§ 정수{분수} 지수와 거듭제곱근 계산하기
§ 의 곱과 분수, {무리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예를 들어  ×  ×  

과 같이 거듭제곱을 포함하는 무리수 식을 단순히 하기, 분모의 유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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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형 ×  ≤  ≤  , 단 은 정수로 된 수 계산하기
§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기,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기}
§ 비 문제에서 분수로 확인하거나 해결하기
§ {상한과 하한을 포함하여} 반올림 또는 버림을 할 때 정확함의 한계를 적용하고 해석하기

대수
§ 대수적인 식(무리수와 {대수적 분수(algebraic fraction)}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을 단순화하고
조작하기

§ 두 제곱의 차를 포함하여     형태의 이차식의 인수분해 ; {    형태의 이
차식의 인수분해}

§ 지수 법칙을 포함하여 합, 곱, 제곱을 포함하는 식을 단순하게 하기
§ 방정식과 등식의 차이 알기; 대수적 표현이 동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수학적으로 주장하고,
명제{그리고 증명}를 만들고 지지하기 위해 대수 사용하기

§ 입력과 출력의 함수로서 단순한 표현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역함수’를 반대 과정으로 해석하
기; ‘합성함수’를 두 함수의 연쇄로 해석하기}

§ 평행{수직}인 직선을 확인하기 위해     형태를 사용하기; 두 개의 주어진 점이나 한
개의 점과 주어진 기울기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 그래프로 이차함수의 근, 절편, 꼭짓점을 확인하고 해석하기; 대수적으로 근을 추론하기{그리
고 이차식의 완전제곱에 의한 꼭짓점}

§ 일차함수, 이차함수, 단순한 3차 함수, ≠인 역함수   


의 그래프를 알고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해석하기. {가 양수인 지수함수    , 임의의 각에 대한 삼각함수
  sin    cos   tan }

§ {주어진 함수의 이동과 대칭}
§ 거리, 속도, 가속도를 포함하는 운동에 대한 문제와 같이, 문제의 근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하
여 (역함수{그리고 지수 함수}를 포함하여) 그리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비표준적인 함수의 그
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해석하기

§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비선형 그래프를 포함하여) 그래프의 기울기와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계산하거나 추정하기. 거리-시간 그래프, 속력-시간 그래프 그리고 금융 맥락에서 그래프의
결과를 해석하기}

§ {원점이 중심인 원에 대한 방정식을 알고 사용하기; 주어진 점에서 원의 접선에 대한 방정식
찾기}

§ 인수분해를 사용하여 이차 방정식 풀기, {제곱식으로 만들고 이차공식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사용하여 근사적인 해 구하기

§ 두 변수를 가진 연립 방정식 해결하기(일차/일차 {또는 일차/이차}); 그래프를 사용하여 근사
적인 해 찾기

§ {반복적인 방법(iteration)을 사용하여 방정식의 근사적인 해 찾기}
§ 단순한 상황이나 절차를 대수적인 식과 공식으로 변환하기; 방정식(또는 연립방정식) 만들기;
방정식을 풀고 해를 해석하기

§ 한 변수{또는 두 변수}의 일차 부등식 풀기, {한 개의 변수로 된 이차부등식}; 수직선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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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 표시하기, {그래프에 표시하고 집합 표기 사용}
§ 삼각수 수열, 사각수 수열, 세제곱 수열, 단순한 산술적인 수열, 피보나치 수열, 등차수열, 등

비수열(이 정수, 이 양의 유리수{또는 무리수}인  ){그리고 다른 수열}을 알고 사용하기
§ 일차{그리고 이차} 수열의 번째 항을 계산하기 위해 식을 추론하기

비, 비례 그리고 변화율
§ 배율(scale factors)2)과/또는 비 기호(표기법)를 사용하여 길이, 넓이, 부피 비교하기; (삼각비
를 포함하여) 닮음과 연결하기

§ 수치적이고 대수적인 맥락에서 관련된 합성 단위(unit)(속도, 지급률, 가격, 밀도, 압력) 사이에
변환

§ 가 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가 

에 비례한다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정비례

와 반비례를 표현하는 방정식을 {만들고} 해석하기
§ 변화율로서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를 해석하기; 정비례와 반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해석하
고 인식하기

§ {순간변화율로서 곡선의 한 점에서 기울기를 해석하기; 수치적, 대수적, 그래프 맥락에서 순간
변화율과 평균변화율의 개념을 적용하기(접선과 현의 기울기)}

§ 복리 {그리고 일반적인 반복적 과정을 가지고 하는}를 포함하여, 성장과 쇠퇴 문제를 시작하
고 해결하고 답을 해석하기

기하와 측정
§ 확대를 위한 분수 배율 {그리고 음수 배율}을 해석하고 사용하기
§ {회전, 대칭, 이동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변화와 불변성을 기술하기}
§ 중심, 반지름, 현, 지름, 원주, 접선, 호, 부채꼴, 활꼴을 포함하여 원의 정의와 성질을 확인하
고 적용하기

§ {각, 반지름, 기울기와 현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의 정리를 적용하고 증명하기, 그리고 관련된
결과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 입체 도형의 측면도와 평면을 구성하고 해석하기
§ 방향을 해석하고 사용하기
§ 호의 길이, 각 그리고 원의 부분 넓이 계산하기
§ 구, 사면체, 원뿔, 합성 입체의 겉넓이와 부피 계산하기
§ 닮은 도형들에서 길이 {넓이와 부피} 사이의 관계들을 포함하여, 합동과 닮음의 개념 적용하
기

§ 2차원{그리고 3차원} 도형에서 직각 삼각형{그리고 어디서든 가능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각
과 길이를 찾기 위해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 적용하기

§   0°, 30°, 45°, 60°, 90°인 경우, sin와 cos의 정학한 값을 알기;   0°, 30°, 45°, 60°
인 경우, tan의 정확한 값을 알기

2) 어떤 범위의 문제 안에서 발생된 수에 일련의 수를 곱하기 위해 선택된 승수, 또는 나뉨수로 쓰이는 수. 즉,
어떤 수치 자료를 일정한 범위에 넣기 위해 곱하는 수이다. 예를 들어, 423, 656, 759라는 값의 집합을 1과 －1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눈금 인수 1/1000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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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법칙sin


sin


 sin

를 알고 적용하기 그리고 미지의 길이와 각을 찾기 위하

여 코사인 법칙       cos 알고 적용하기}

§ {임의의 삼각형의 넓이, 변, 각을 계산하기 위하여   


 sin를 알고 적용하기}

§ 2차원 벡터로서 변환 기술하기
§ 벡터의 덧셈과 뺄셈, 벡터의 스칼라곱 그리고 벡터의 다이어그램 표현과 열 표현 적용하기;
{기하적 명제와 증명을 구성하기 위해 벡터 사용하기}.

확률
§ 서로 배타적인 사건들의 합의 배반 집합에 대한 확률의 성질 적용하기
§ 미래의 실험의 결과를 예견하기 위한 확률 모델 사용하기; 경험적인 불편 표본이 커지는 표
본 크기에 대해 이론적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기

§ 수형도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여 독립과 종속인 복합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그리고 근원
적인 가정들을 알기

§ {도수분포표, 이원도수분포표 수형도와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해
석하기}

통계
§ 표집의 한계를 알면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또는 분포의 속성을 추론하기
§ 시계열 자료에 대한 표와 선 그래프를 해석하고 만들기
§ {그룹화된 이산자료와 연속적인 자료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해석하기 즉, 같은 구간이
나 다른 구간을 가진 히스토그램과 누적도수분포 그래프를 그리고 적절한 사용방법 알기}

§ 변량이 하나인(일변량) 분포로부터 자료 집합의 분포를 해석하기, 분석하기, 비교하기:
- 이산적이고 연속적인 그룹 자료{상자 그림을 포함하여}를 포함하여 적절한 그래프 표현을
통해
- (모델 분류를 포함하여) 중심경향성의 적절한 측정과 퍼짐{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를 포
함하여}

§ 모집단을 표현하기 위하여 통계 적용하기
§ 이변량 자료에 대한 산점도를 사용하고 해석하기; 상관관계를 알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가장 적합한 추세선 그리기; 예측하기; 이에 대한 위험을 알면서 분
명한 동향(추세)을 추정하거나 삽입하기.

영국의 Key stage 4의 교육과정에서 영역별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특정 개념이 하나의 영
역에만 등장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함수 개념의 경우 ‘대수’
영역에서는 방정식의 풀이에 함수의 그래프와의 관련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 비례
와 변화율’ 영역, ‘통계’ 영역 등과 연계되어 제시되어 있다. 수 영역의 경우, 소수, 분수가 따로 다루어
지다가 점점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다루고 소수를 10의 거듭제곱 표현과 연계하여 큰 수와 작은 수,
근삿값, 단위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며, 이러한 내용은 기하와 측정 등의 영역과 관련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선택교과에서 다루거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대수 영역

에서는 다양한 수열을 다루고 있고 비, 비례, 변화율 영역에서 정비례, 반비례, 기울기, 변화율,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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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념을 다룬다. 기하의 영역의 경우도 이동, 대칭, 회전, 입체도형, 측면도, 간단한 벡터를 다루고
있다. 확률에서는 확률 모델, 이원도수분포표를 다루고 조건부 확률도 Key stage 4 단계에서 다루고
있다. 통계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시계열 자료의 표현과 해석,
히스토그램, 누적도수분포표, 상자그림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비, 비례와 관련된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Key stage 3부터 다루던 개념을 지속적을
심화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규칙성 탐구, 자연현상과 금융 맥락 등을 통한 대수와 함수와의 연결, 기하와 측정 영역의 주

제와 연결하여 다룸으로써 수학의 내적, 외적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조상
식 외, 2019, p.123).

2) Core Maths
영국은 매년 25만 명의 학생들이 GCSE 수학시험에서 C학점 이상을 받지만 AS/A-level의 수학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영국 사회 및 개인의 발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A-level 수학과는 구별되고 다양한 수학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현실적 문제해결, 즉 수학과 통계 사용
및 적용에 중점을 둔 Core Maths를 개발하고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Core Maths는 GCSE에서 최소한 4급 이상(공식적으로 3급)을 획득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3
급 자격이며, 직장, 학업, 일상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
기하, 함수, 대수, 이산수학, 확률, 통계, 경제 수학 등 대부분의 Core Maths 과정은 경제학 맥락을 포
함하며, 과학, 지리학,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과 같은 다른 A-level의 과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하고 있다.3)

영국 교육부의 Core Maths Qualifications(2018)에 따르면, Core Maths의 목표는 다음과 같고, 특히
2, 3을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1. 수학 방법과 기법의 선택과 사용에서 역량의 심화
2. 실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며, 수학을 적용하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개발

3. 수학적 사고, 추론 및 의사소통 능력 구축

다음은 관련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Core Maths의 내용과 학습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수와 측
정, 경제 수학, 이산수학, 대수와 그래프, 확률, 통계 영역에서 주로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확률 영역에서는 주사위를
사용하는 게임을 통한 확률 탐구, 다양한 추정과 예측, 구슬 실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확률의
연산을 학습을 한다. 통계 영역에서는 달걀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 탐구, 설문지 만들기, 표집 활동 등
을 실제적인 맥락과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각 영역에서 다양한 관련 주제를 제시하고 교사용 지
도서와 PPT, 학생용 활동지 등이 제공되고 있다.

3) https://www.stem.org.uk/core-m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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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Core Maths의 주요 내용4)

다음 [그림 II-2]는 Core Maths의 내용들 중 대수와 그래프, 경제수학에서 제공되는 내용
에 대한 예시이다. 경제 수학의 경우, 수입과 수출, 금융 프로젝트, 마케팅, 판매와 연간보고
서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 프로젝트의 경우, 학생들
은 최상의 가격으로 새 휴대전화를 홍보, 제조 및 제공하는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학생들은
월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자율, 환율 및 예산 책정을 탐색하도록 한
다. 대수와 그래프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수와 그래프를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뱀파이어는 존재하는
가?’에서는 거듭제곱 급수로 이어지는 인구 증가 문제를 고려하는데, 35주 동안 뱀파이어 인
구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인구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상황을 모델링하고
그래프를 그리도록 한다.

4) 출처: https://www.stem.org.uk/core-maths/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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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Core Maths 중 대수와 함수, 경제 수학에 대한 내용 예시5)

영국 수학교육에서는 문제해결 능력 개발을 위해 실제적인 맥락, 비수학적 문제상황, 비정형적 문제
를 해결, 판단하고, 한계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Core Maths는 의미 있는 맥락에
서 GCSE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며 상위 수준의 주제와 연계를 강화하고 Core Maths
자격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Core Maths 자격시험의 내용은 백분율 변화, 그래프의
해석, 금융 수학, 표준 단위 사용, 정규분포, 추정,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님을 아는 것,
모델링 또는 문제해결 시 가정을 만들고 평가하기 등이 포함된다.6) 다음 [그림 II-3]은 Core Maths
자격시험의 사례로 자료의 이해와 해석, 추론이 강조되는 등의 통계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https://www.stem.org.uk/resources/collection/4288/financial-maths?page=2
6) https://amsp.org.uk/teachers/core-maths/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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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Core Maths 자격시험의 사례(OCRa, 2014; OCRb, 2014)

기존의 A-level 시험처럼 2016년에 시행하였으며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교사들에게 출제 문항 및 채
점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 A-level 수학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Sixth Form 과정에서 A-Level을 응시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England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영국의 대학입학 수학시험인 GCE
A-level에 대해 2016년 정부(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이하 Ofqual)에서
개정된 평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주제는 A. 증명, B. 복소수, C. 행렬, D. 심화 대수
와 함수, E. 심화 미적분, F. 심화 벡터, G. 극좌표, H. 초월함수, I. 미분방정식이다.
영국의 대학 입학 수학시험인 A-level 시험은 Ofqua의 승인을 받은 5개 기관이 출제와 시행을 한

다. A-level 시험 출제와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발한 교육과정을 정부가
승인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Key Stage 4와 달리 다음과 같이 개략적인 주제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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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영국 A-level 중 심화 대수와 함수에 대한 내용 예시(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p.8)

내용

D1 다항식에서 이차함수까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D2 주어진 다항식의 근에 대하여 근이 일차변환인 다항식의 형식(최소한 3차)

D3
정수, 이차, 3차의 합에 대하여 식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그리고 다른 수열의 합에 대한 이

러한 것을 사용

D4 부분 분수의 사용을 포함한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D5 일반항을 포함하는 함수의 Maclaurin 급수 구하기

D6
 ln sin  cos 에 대한 Maclaurin 급수를 알고 사용하기 그리고 유효한

값의 범위 알기(증명은 요구되지 않음)

  

기존의 시험이 실질적인 수학적 능력보다 속도와 정확도를 요구하고, 문제에 대한 탐구력 부족 등
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A-level 개정 방향이 제시되었다. 문제해결과 해석, 이해 및 의사소통
평가 강화와 덜 구조화된 문제를 사용하여 수학적 탐구 능력 및 해결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순수수학 자격을 폐지하였고 수학, 심화수학, 통계학 등의 자격으로 단순화하였다. 순수수학과 응용수
학이 조화를 이루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남진영, 2017). 특히 우
리나라 수학교육과정에서 삭제된 행렬과 복소수(복소수의 극형식 등)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통계학의 경우 평범한 계산이나 그래프를 그리기보다 자료의 이해와 해석, 자료로부터의
추론을 강조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빅데이터가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였다(남진영,
2017).
다음 <표 II-3>은 A-level에서 제시하는 행렬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행렬에서 학생들은 최소한

×행렬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p.7).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행렬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영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행렬의 내용을 보면 × 행렬까지 다루
고 방정식과 연계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 A-level 수학 중 행렬에 대한 내용(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p.7)

내용

C1 conformable matrics의 덧셈, 뺄셈, 곱셈; 스컬라가 있는 행렬의 곱셈

C2 영행렬과 항등행렬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C3
2차원에서 선형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행렬 사용하기; 연속변환; 3차원에서 단일 변환
(         중 하나에서 반사에 대해 한정된 변환 또는 좌표평면 축의 하나에 대한 회전)(3
차원 벡터의 지식이 가정된)

C4 일차변환을 위한 직선과 invariant point 찾기

C5
[× 행렬의 determinate 계산하기] 그리고 × 행렬의 determinate 계산하기, 방향에 대한 영향
을 포함하여 비례 인자 해석하기

C6
singular and non-singular matrices 이해하고 사용하기; 역행렬의 성질
non-singular × matrices의 역행렬 이해하고 사용하기 그리고 ×의 역행렬 이해하고 사용하기

C7 역행렬을 사용하여 3개의 변수가 있는 3개의 일차 연립방정식 해결하기

C8 세 개의 연립일차방정식의 해와 해가 아닌 것에 대해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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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II-4>와 같이, 각 자격에서 필수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각 자격과
수준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강했지만(남진영, 2017) 16세 이후 수학이 강조되면서 필수로 치러야 하
는 부분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7) 기존에는 A-level 시험을 치를 때, (심화) 순수수학 또는 통계학
과 역학 중 한 가지만을 집중하여 공부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A-level 시험에서는 순
수수학과 통계학 역학을 모두 공부해야 한다.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심화수학 자격뿐이다.

<표Ⅱ-4 > 개정된 Edexcel A-level 시험 체제(남진영, 2017)

자격 시험 내용

수학

AS-level
시험1 순수수학
시험2 역학, 통계

A-level
시험1 순수수학(AS와 같은 내용, 수준은 A-level 수준으로)
시험2 순수수학(A-level 내용으로)
시험3 역학, 통계

심화수학

AS-level
시험1 순수수학 1 (필수)
시험2 순수수학 2, 통계, 역학, 의사결정 수학 중 택1

A-level

시험1 순수수학 1 (필수)
시험2 순수수학 2 (필수)
시험3

순수수학 3. 4, 통계 1, 2, 역학 1, 2, 의사결정 수학 1,2 중 택 2
시험4

통계

AS-level
시험1 통계 일반
시험2 통계 일반

A-level
시험1 데이터와 확률
시험2 통계적 추론
시험3 실제에서의 통계

영국의 Key Stage 4에 제시된 내용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지만,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A-level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
며 통계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와 영국의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비교

영국의 2014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과에 걸쳐서 학생들의 ‘수리력과 수학(Numeracy and
Mathematics)’ 및 ‘언어와 문해력(language and mathematics)’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
과정 중 총론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역량이 수학교육과정에서는 3가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역량
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영국의 중등 수학 교육과정인 Key stage 3, 4는 같은 영역
(수, 대수, 비, 비례와 변화율, 기하와 측정, 확률, 통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수학의 내용에서 비, 비례와 관련된 내용을 Key stage 3, 4에서 발전적으로 지속적

으로 다룸으로써 다른 영역간의 연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수 개념의 경
우,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복잡한 수의 연산(초등학교

7) 정부에서 권하는 내용의 포함 비율도 강화되었지만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을 모
두 포함하며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남진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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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년의 분수, 소수 등과 관련된 복잡한 수의 연산)이 key stage 4까지 다루어지면서 측정 등의
영역과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위, 10의 거듭제곱 표현, 근삿값 등의 내용과 연결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통계 영역에서도 원 그래프, 막대그래프 등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그래프 표
현들을 그대로 다루는데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점도의 경우도 Key
stage 3, 4에서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학적 도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산기는 암산과 쓰기를 위한 대체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중

등학교에서는 교사가 ICT 도구를 사용해야만 할 때에 관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내용을 우리나라의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별로 해당 영역을 구성하

는 내용과 비교하되, Key stage 4(10～11학년)를 중심으로 한다. Key stage 4 이후 과정은 영국 교육
부에서 제시한 A-level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Key stage 3, 4로 구성된 영국의 중등 교육과정
은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이 3-3인 것에 비해 3-2로 구성되고, 의무교육과정 이후 2년간 진학을 준
비하는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할 경우 4년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영국의 고등학교
과정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을 직접 비교하는 데 어려움과 제한점이 있다. 다음 <표 Ⅲ-1 >는 우
리나라 공통과목과 비교한 것으로 표에서 비어 있는 것은 영국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다.

<표 Ⅲ-1>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통과목 <수학> 내용과 영국의 내용 비교(조상식 외, 2019, p.195)

내용 영역 우리나라 영국(학년)

문자와 식

다항식의 사칙연산 Key stage 4
나머지 정리 A-level
인수분해 Key stage 4

복소수의 이차방정식 A-level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Key stage 4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Key stage 4

기하

평면좌표 Key stage 4
직선의 방정식 Key stage 4
원의 방정식 Key stage 4
도형의 이동 Key stage 4

수와 연산
집합 A-level
명제 A-level

함수
함수의 합성 Key stage 4
역함수 Key stage 4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Key stage 4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Key stage 4
순열과 조합

우리나라의 공통과목 <수학>의 인수분해의 경우, 영국은 이차식의 인수분해 정도 다루고, 복소수의
이차방정식의 경우는 극좌표, Argand diagram, 기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소수의 근 사용 등에 대
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영국에서는 순열과 조합은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이원도수분포표, 확률 모
델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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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우리나라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 및 <기하>의 내용과 영국의 내용 비교(조상식 외, 2019, p.196)

과목명
우리나라 영국

내용 영역 내용 요소 학년

수학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Key stage 4

삼각함수 삼각함수 Key stage 4

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Key stage 4

수열의 합 A-level
수학적 귀납법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극한 A-level
함수의 연속 A-level

미분
미분계수 A-level

다항함수의 도함수 A-level
도함수의 활용 A-level

적분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A-level
다항함수의 정적분 A-level
정적분의 활용 A-level

미적분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A-level
급수 A-level

미분법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A-level
여러 가지 미분법 A-level
도함수의 활용 A-level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A-level
정적분의 활용 A-level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확률
확률의 뜻과 활용 Key stage 4
조건부확률 Key stage 4

통계
확률분포 A-level
통계적 추정 A-level

기하

이차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A-level

평면벡터
벡터의 연산 Key stage 4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A-level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직선과 평면 Key stage 4
정사영
공간좌표 A-level

우리나라 일반 선택과목인 <수학 I>의 수열에서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만 다루는 반면, 영국에서는
Key stage 3에서 일반항에 대해 학습하고, Key Stage 4에서는 피보나치 수열 및 여러 가지 수열을
다루고 있다.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나라는 초월함수의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다루지만,
영국에서는 A-level에서 매크로린(maclaurin) 급수까지 다룰 수 있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
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었으나 순열과 조합, 수학적 귀납법, 정사영 등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음 <표 III-3>은 영국 수학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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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지 않고 영국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조상식 외, 2019,
p.198)

내용 요소 과목 설명
입체 도형의 측면도와 전개도 Key stage 4 공간도형의 측면도와 평면의 구성과 해석

입체도형 Key stage 4 입체도형의 넓이와 부피 계산
도형의 닮음 Key stage 4 닮은 도형들 사이의 관계, 합동과 닮음 개념 작용
단위 사용 확장 Key stage 4 과학에서 운동량과 같은 맥락에 복합 단위 사용 확장

비, 비례, 변화율 Key stage 4
- 비의 표기, 축적을 사용하여 길이, 넓이, 부피 비교 및 닮
음과 연결

- 금융 맥락 문제해결을 위한 재귀적 방법 사용
누적도수분포표 Key stage 4 히스토그램, 누적도수분포 그래프
상자수염 그림 Key stage 4 사분위수, 범위 등
산점도 Key stage 4 이변량 자료 관계 표현, 해석을 위한 산점도와 적합선

중학교에서 다루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다루고 있으며, 특히 비, 비례, 변화율
과 입체 도형의 측면도와 전개도 등은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통계에서 산점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적합선까지 함께 다루어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와 영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고찰한 결과 시사하는 점은 수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2013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과에 걸쳐서 학생들의 수리력/수학 및 언어/문해력의
발달을 강조한다. ‘수리력과 수학(Numeracy and Mathematics)’ 이라는 항목을 독립적으로 부각시키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들의 수리력과 수학적 추론적, 그리고 구어, 읽기, 쓰기, 어휘 등을 발달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김부미 외, 2019). 특히 고등학교 수학에서 학생의 수학 선택권 확대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과목 개발, 주제 중심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내용을 학습하는 것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수학교육과정의 key stage 4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

만, A-level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2016년 개정된 A-level 시험에서는 수학적 정당화, 언어와 증명,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
적 모델링과 관련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요구하고 하며 비정형적이고 탐구적인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있지만 영국의 교육과정에 없는 내
용은 집합과 명제, 공간 도형에서 위치 관계와 삼수선 정리 등이다. 반면에 영국의 교육과정에는 대수
영역의 행렬, 이산수학과 관련된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경로, 선형 프로그래밍, 해석 영역의 삼각
방정식, 극좌표, 일차 미분방정식, 이차 미분방정식, 극좌표, 테일러 급수, 매크로린 급수, 기하 영역의
공간 벡터, 확률과 통계 영역의 수치적 방법, 방정식의 수치적 해, 시계열 자료, 상관관계와 회귀 등이
포함되어있고, 그 외에 역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정된 A-level에서는 행렬과 복소수
의 극형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미분방정식, 시계열 자료, 상관관계와 회귀는 우리나라의 고등
학교 이후에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고등학교 Key Stage 4 과정에서는 많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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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않지만 대학 입학시험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선택
하는 것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영국의 수학교육과정의 내용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단계에서

요구하는 3가지 수학적 역량과 내용을 중학교 단계인 Key stage 3에서부터 고등학교 단계인 Key
stage 4에서도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만 다
루는 분수와 소수의 연산을 Key stage 3, 4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기하와 측정 영역과 연결하여 다
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비, 비례와 관련된 주제를 지
속적으로 다루며 규칙성 탐구, 자연현상과 금융 맥락 등을 통한 대수와 함수와의 연결, 기하와 측정
영역의 주제와 연결하여 다룸으로써 수학의 내적 외적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통계의 경우 자료로부터 추론, 중심경향성과 퍼짐 등의 표현, 분석, 비

교 등을 위한 상자수염 그림, 상관관계에서 적합선 그리고 해석하기 등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
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A-level 시험의 통계 과목에서는 주로 자료의 이해와 해석, 자료
로부터의 추론을 강조하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회, 환경, 산업계의 변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GCSE 자격시험 후 학생들의 수학 선택이 감소하였고 이
에 대한 대책으로 16세 이후 학생들의 수학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A-level 수준의 자격시
험을 위한 Core Maths 과목을 개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T-level 과목 및 그에 대한 자격시험도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대학입시를 위한 A-level 시험 이
외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한 수학 교과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대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도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수학 학습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학습량 경감을 위해 꾸준히 내용을 줄여 왔으나 최근 여러 변화와 요구에 따라
행렬, 공간벡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 요
소를 감축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국제적 동향은 학습 내용의 감축 또는 난이도 하
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김소민, 2019). 그러나 고교학점제로 인한 기본이수학점 축소와 다양한 선
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으로 인한 시수 감소에 따라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영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하면서 반복적으로 개념을 다루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중요한 학습 내용
은 반복 심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16세 이후의 수학을 강조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Core

Maths, T-level 등을 개발함과 동시에 평가도 함께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새로운 과목 개발과 자격시험이 동시에 연구, 개발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교학점제 실시로 인한 다양한 수학 교과목이 개발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취지가 잘 시
행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평가와 연계되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히 영국의
중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위한 수학 학습 선택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고등학교 수학 교과
목 개발 및 평가 개선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학습 및 수학 선택권 강화와 지원에 시사
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통계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는 최근 빅데이터로 인해 강조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삶이나 직업 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영국의 경우, 실제적
인 맥락에서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관련 개념들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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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통계 교육의 개선을 개정 방향으로 하였지만 고등학교 통계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통계교육에서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관점에서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문제 설정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이지연
외, 2021). 통계교육의 변화를 위해 교육과정 문서가 교과서 개발의 주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고려
하여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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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UK
Focusing on high school math education

Kang, Hyun-Young1)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a between Korea and the UK ahead of the 2022 revision of the mathematics
curriculum. The UK has revised assessments to emphasize mathematics after age 16
since 2017. Thus,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Key Stage 4, Core Maths and A-level,
which correspond to the UK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we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Korean high school math subjects. In the UK, mathematics education is
more emphasized at the high school level. The national curriculum emphasized ‘numeracy
and mathematics’, and students’ selection for mathematics courses were expand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new mathematics subjects and evaluations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and the A-level mathematics was improved. In addition, the
subject-centered content was developed and continuously handled from Key Stage 3 to
the high school stage. It was structured to facilitate mathematics' internal and external
connection by linking it with the subjects of other areas.

Key Words : Korean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UK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Key Stage 4 Mathematics, Core Maths, A-leve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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