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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역사적으로각시대의사상과철학, 문화의영향으로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관계중심교육과정으로변천하여왔다. 본 논문에서는우리나라유

치원교육과정의변천을고찰하고,특히 2007년개정유치원교육과정의수학영역과미국

NCTM (National Council of Mathematics)의유치원수학교육과정을비교 ·분석하여,현재

연구중인제 7차유치원교육과정의수학영역에서내용과과정, 계열을정하는데있어서

문화적, 사회적, 인지적으로적합하고적절한제언을하고자한다.

주제어: 교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유치원수학교육과정, NCTM (National Council of

Mathematics), NAEYC(미국유아교육학회), 내용기준 (content standards), 과정

기준 (process standards)

1 들어가는말

고대이집트문명이래문자가만들어지면서부터교육은인간생활의매우중요한영역을차지

하고있다. 본능적이든, 의도적이든지배계급으로살면서또문화를전승하려는다음세대를

향한 인간의 꿈과 욕망의 표현은 곧 교육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역사의 발달과

그 맥을 함께 하면서 발달하고 변천되었다. 그 시대가 직면한 사상과 철학, 문화의 영향으

로교과중심교육과정, 경험중심교육과정, 학문중심교육과정, 인간중심교육과정, 그리고

관계중심 교육과정으로 변천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관계중심 교육과정에서

특히녹색과환경보전을강조하는생태유아교육과정이설득력을얻고있다. 또한세계화에

발맞추어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과전통문화교육이강조되고있다.

*이논문은 2008학년도고신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으로조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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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의 역사적인 변천과 함께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

찰하고, 특히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수학영역과 미국 NCTM (National Council of

Mathematics)의 유치원 수학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연구 중인 제 7차 유치원 교

육과정의 수학영역에서 내용과 과정, 계열을 정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적합하고적절한제언을하고자한다.

2 유아교육과정의필요성

2.1 교육과정의변천

유아란연령별로 0세 (수태)부터 8세까지의시기로보는견해가일반적이다.과거에는유아를

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또사회적, 도덕적으로성인의특성을이미출생시에가지고태어

나는것으로인식해왔다. 단지어리기때문에미성숙하고무능한존재라고생각했던것이다.

이러한견해는전통적본질주의에기반을둔 ‘교과중심교육과정’ 을주장해왔다. 그러나실

험 ·관찰을중시하는르네상스운동과인본주의적세계관과의영향으로 17세기가도래하자,

아동을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아동존중사상이 등장을 한다. 근대의

이러한 사상은 20세기이후 진보주의의 영향으로 ‘경험중심 교육과정’ 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른 바 존 듀이 (J. Dewey, 1859-1952)의 주장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기초한 경험의

상호작용으로생기는경험세계를강조하는교육사조이다. 따라서지 ·덕 ·체의조화로운발

달을이루는전인교육을강조하면서교실위주의학습보다는견학,여행,전시회,자치활동을

중시하는교육과정이다 ([4], [12])).

1957년 세계 최초로 소련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sputnik)발사는 미국의 자존

심을 건드렸으며 이로 인한 미국인의 정신적 충격은 교육학자들에게 기본교육으로 되돌아

가자는주장을이끌었다. 경험중심교육과정이구조주의의영향을받아학습자의요구를지

나치게존중하였으므로지식의체계성이부족하다는비판을받았기때문이다. 그러자 1949

년에타일러 (R. W. Tyler, 1902-1994)에의해이미발표되었던 『교육과정과교수』가경험중심

교육과정을대치하는대안으로수용되었다.우주개발에서소련에게뒤떨어진이유를미국의

교육학자들은교과목중심의교육이부족했기때문이라고판단하여,종래의경험과생활교육

보다지식의구조를가르치고자하는새로운교육과정을제기하였으니이를 ‘학문중심교육과

정’ 이라고부른다. 학문중심교육과정은탐구과정을통하여지식의구조를파악하게함으로

심화 ·확대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른다. 심화와 확대의 탐구를 강조하자 자연히 학문의

논리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교사들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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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지적되기시작했다.한편학습자의흥미와동기유발등정의적인발달을소홀히한다는

비판을받게되었다 ([4], [12])).이제사회는또다시새로운교육과정을요구하게된다. 20세기

과학기술의팽창과산업화,이로인한물질만능주의,거대도시화로인한제문제,개인주의적

성향의인간소외문제, 자연파괴에의한생태적가치관의문제등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인지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정의적 발달을 과소평가했다

는지적이일어나면서 1970년대 ‘인간중심교육과정’ 이등장을한다. 이는 루소 (Rousseau,

1772-1778)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근거를 두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을 토대로 주창되었다.

지식의 습득과 기술을 강조하였던 교육에서 통합과 자율을 통한 인성적 성장으로 자아실현

을이루어나가는것을강조한다. 가르침을교육의체제나방법을이용하여지식을전달하는

것이아니라 ‘인간적인관계’ 로보는입장이다.그러기위해교사는인간주의적이어야하며,

학습자에대한존중, 공감적이해, 애정등을특성으로하였다. 그러나인간중심교육과정은

일관된원리가없었으므로모호하고,또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하여비판이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겪으면서 유아를 다차원적인 존재로 이해해야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즉, 개인의발달을가져오는중심개념으로관계를강조하면서개인의자아는고립적

으로발달하는것이아니라사회문화적환경인생태계와상호작용하면서공동체적으로발달해

간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관계중심 교육과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유아의삶에서스스로살아가는자생력 (自生力)과함께,더불어살아가는공생력 (共生力)을

살려살림의길로나아가야함을주장하는임재택 (2005, [16])의 ‘생태유아교육’ 이설득력을

얻고있다.

2.2 유아교육에대한새로운인식

유아에대한인식은공동체가유아를교육하고자하는 ‘내용’ 과 ‘질’ 을결정하는중요한근

거이다.그러므로유아교육과정은곧그사회가당면하고있는쟁점과논의가반영되는것으로

지속적인개정이필요하다. 고대그리스, 로마를비롯하여근대이후동유럽의공산주의국가

들은교육을국가발전을위한인재를양성하는사회화의도구로보았기때문에유아교육은사

회에서필요로하는지식을전수하고습득하는과정에초점을맞추어왔다.그리고유아교육을

초등학교를준비하는준비과정으로인식하는견해가지배적이었으므로읽기 ·쓰기 ·셈하기

(3R’s)의기초기능과기본생활습관과태도에초점을맞춘 교육실행을중시하기도했다. 이

외에유아교육에대한사회구성원의견해로보호와교육을종합적으로실행하고자하는보육

(educare)의입장, 조기 재능교육으로보는입장도있었다. 그러나 최근에쟁점이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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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유아교육의입장에서유아교육이란 ‘평생교육의첫단계로전인적성장 ·발달을위하여

0세에서 8세에이르는유아와부모및지역사회를대상으로가정과유아교육기관등에서형

식적 ·비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교육의총체’ 라고정의한다 ([4], [16]).

2.3 유아교육과정의성립

미국유아교육학회NAEYC(1991)는유아교육과정을 ‘설정된목적을성취하기위해서유아가

학습할 내용, 목적, 성취를 해나가는 과정, 목적들을 성취하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 교수와

학습이 발생하는 맥락을 나타내는 조직화된 틀’ 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이기숙 외

(2008, [14])은유아교육과정을유아교육기관이나보육시설에서영유아의전인적성장과발

달을위해계획되고조직된학습경험의총체로써교육목표,내용,교수방법,영유아의흥미와

교구, 경험등의요소를모두아우르는개념으로보았고, 임재택 (2005, [16])과박재환 (2006,

[11])은유아교육기관에서교사와유아간의상호작용을안내해주는통로또는과정이라고

보았다.

유아교육과정을 구성한 철학적 기반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의 3가지로분류하여접근할수있다. 우리가예전부터잘알고있는것처럼성선설은

인간의본성이원래선하게태어났다고생각하는입장이므로인간의무한한가능성과능력을

통해선하게발달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으며, 성악설은인간의본성이원래악하므로죄의

본질을 다루고 있고, 백지설은 인간의 본성을 백지와 같이 어떠한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

므로환경에따라경험하는대로달라질수있다는견해이다. 이와 같은철학적사상에의한

인간관은유아를어떻게바라보느냐에따라유아교육의접근이다르게된다 ([4]).

한편, 슈바르츠와 로빈슨 (Schwraz and Robinson, 2009, [12] 재인용)은 유아교육과정의

유형을①우연히일어난것으로서의교육과정,②유아가교육기관에서갖게되는모든경험

으로서의교육과정,③교수계획으로서의교육과정,④교수요목으로서의교육과정,⑤특정

접근이나 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유아교육과정

은의사결정의권한에따라국가수준, 지역수준, 유치원수준으로편성 ·운영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전국의유치원에서공통으로다룰수있는일반적인내용을체계화환것으로,

유치원교육의질적수준을유지하는데필요한최소기준이며유치원이자율적으로편성하고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13] 재인용).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 총론』
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의최종결정자는바로교사이다” ([1], 12면)라고언급하였듯이아무리

국가수준의교육과정이훌륭하게조직되었더라도교육과정의성패는유치원현장에서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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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교사들이가장중요한요인임은말할나위가없다.

3 우리나라유치원교육과정의역사

3.1 유치원교육과정의변천

1969년 2월 19일에공포된우리나라최초의유치원교육과정의내용은건강,사회,자연,언어,

예능의 5개영역으로조직되었다.미국의진보주의교육학자존듀이의영향으로초등학교와

같은교과중심의교육을피하고, 생활을 중심으로하는인격형성, 건강과 위생, 신체발달을

강조하면서 습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이었다. 제1차 유치원 교육과

정은 미국의 유치원 교육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고 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있어서 발달과정을

설명할자료가미비하였다는지적을받았다. 이 교육과정에서수학의내용은 ‘수량과도형’
으로 자연의 영역에 포함되어있었다. 10년 후 1979년에 공포된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아래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국가발전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목표를 갖고 제정되었다. 특히 미국의

학문중심교육과정의영향으로인지발달과정서발달을강조한것은피아제 (J. Piaget, 1896-

1980) 와 브루너 (J. S. Bruner, 1915- ) 의 이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교육과정은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사회정서발달 영역, 인지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신체발달 및 건강 영역의 4개

발달영역으로구성하였고,수학의내용은 ‘논리 ·수학적사고에관한개념’ , ‘표상능력’ 으로

인지발달영역에포함되어있다 ([4], [11], [12]).

1981년에공포된제3차유치원교육과정은 1980년새공화국의출범을계기로교육적전

환을위해불과 2년만에새로교육과정이제정되었다. 다양한아동중심교육이론의영향을

반영하려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역사상 처음으로 유치원교육

과정에대한연구가집중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 내용은제2차와비슷하나 4개영역에서 5

개영역으로확장되었다. 곧 신체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사

회성발달영역이다. 수학의내용은 ‘논리 ·수학적사고에관한개념’ 으로 4차와마찬가지로

인지발달영역에포함되었으며,평가에대한지침이유치원교육과정에처음으로제시되기도

했다. 1987년에 공포된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당시 인간중심교육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있었으므로인간중심교육과정과통합교육과정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부각되었

다. 3차와 마찬가지로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5개 영역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발

달영역이교과로오인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내용을없애고목표수준만을제시하여각

유치원현장에서교육활동을선정하고재구성할수있도록한점이특징이다.놀이중심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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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강조한 목표중심의 제4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사들의 학력과 경험, 자질의 편차가

심하여교육내용과활동에서큰차이를보인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4], [11], [12]).

1992년부터발표한제5차교육과정의특징은입학연령을기존의만4～5세에서만 3세를

교육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용을 I 수준과 II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지방자치제의실시에따라시 ·도교육청과유치원이지역의특성에맞도록편성 ·운영한

것이특징이다. 5차의교육내용은건강생활,사회생활,표현생활,언어생활,탐구생활등 5개

영역으로구성되었고,지속적인고도경제성장에따른필연적인사회문제에대처하도록인간

형성과인류의가치실현에중점을주는인간중심교육과정이라고볼수있다.수학은 ‘논리 ·
수학적사고’ , ‘창의적사고’ 로탐구생활에명시되었다. 제6차교육과정은 5차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유아교육학회가 교육부의 위탁으로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자율적이고창의적인인간교육을목표로개정되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를살아갈

유아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것으로 선정한 것은 감성 계발교육, 창의성 함양교육, 세

계화에 대비한 전통문화교육의 강조였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5차와 대동소이하다. 수학은

‘수학적탐구’ , ‘창의적탐구’ 로탐구생활에명시되었으며무엇보다도다문화적체험을강조

하면서우리의문화를귀중히여기고계승 ·발전시킬수있도록전통문화교육에대한내용이

제공되었다 ([1], [4], [11], [12]).

2009년부터실시하고있는 2007년에개정된유치원교육과정은,제7차유치원교육과정이

아니라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라고 명한다. 문미옥 (2008, [8])은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다음과같이피력하였다. 즉 사람-자연을존중하는세계관에대한 21세기의시대적

요구,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저출산을 해결할 가치관 반영의 요구,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따른사회적요구,유아교육정체성확립과초등학교와의연계성에대한요구,현

행교육과정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고자한요구였다. 즉, 2007년개정을요약하면정보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육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정의성격은 ‘부분 ·수시개정’ 이며,인간중심주의에서인간을존중하고자연을사랑하는

세계관을 기저로 하고 있는 생태중심주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을 국가, 시 ·도 교육청, 유치원으로 분권화하여 각 지역이나 유치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 ·운영할수있도록자율권과재량권을보장하면서교육과정의지역화를지향하고있다.

교육과정의영역은제5차에서설정된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이며수학의내용은

‘수학적기초능력기르기’ 로탐구생활에제시되었다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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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07년개정유치원교육과정에서수학의내용

탐구생활 영역에서, 개정의 배경은 ① 모든 유아의 과학적 ·수학적 소양 함양에 대한 요구

증대,②국가발전의기반이되는유아기의질높은과학및수학교육강조,③생활과환경에

대한이해와자연존중에대한요구부각,④유아의지식구성에대한구성주의철학의대두

등, 사회 ·문화적맥락을반영할필요성이있었기때문이다 ([1]). 또한개정의배경으로, 6차

유치원교육과정이각생활주제에따른교육내용이제시되어있지만,초등학교의교과내용과

연계하여유아기에배워야할지식의내용과범위가명확하지않았으므로일선교사들은근본

적인내용지식에관한탐구보다는가르치는방법이나현장에서손쉽게할수있는다양한활

동에관심을집중하게되어교육내용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가볍게취급된것이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2007년개정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유아의발달적이해와함께교과내용에

관한지식을풍부하게하기위한각생활영역의내용범위를확실히하고개별아동이나지역

프로그램의유형에따라적용할수있는지식체계를명확히하도록교육과정의개정을촉구

하게된것이다 ([6]).

탐구생활이 6차의 ‘창의적탐구 ·과학적탐구 ·수학적탐구’ 에서, 2007년개정에서는 ‘탐
구하는 태도 기르기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수학적 기초능력 기르기’ 로 바뀌었다. 6차

에서 ‘수학적탐구’ 의세부항목으로는 ‘분류하기와순서짓기’ , ‘수의기초개념이해하기’ ,
‘기초적인측정과관련된경험하기’ , ‘시간에대한기초개념알기’ , ‘공간과도형의기초개념

알기’ , ‘통계와관련된경험하기’ 였다. 그러나개정의 ‘수학적기초능력기르기’ 의세부항

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 감각 기르기, 공간 및 도형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적인 측정

해보기, 규칙성 이해하기, 자료 정리 및 결과 나타내기이다. 수학적 감각 기르기를 강조한

이유는, 유아기 때부터 수학적 능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아기의 수학적 감각이란 무엇일까? 주

변의 현상을 수량관계나 도형 등과 같이 수학적으로 인지하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말한다.

생활속에서구체적인사실과경험에근거하여수량관계, 공간이나도형에대한심상 (mental

image)을형성하여점차추상적인개념과직관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수학적감각을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1], [2]). 아래의 표는 6차와 2007년 개정의 수학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정리한것이다.

- 129 -



한국과미국의유치원수학교육의내용과과정비교

제6차교육과정 (탐구생활영역) 제7차교육과정 (탐구생활영역)

창의적탐구 탐구하는태도기르기

과학적탐구 과학적기초능력기르기

수학적

탐구

①분류하기와순서짓기

수학적

기초능력

기르기

①수감각기르기

②수의기초개념이해하기 ②공간및도형에대해알아보기

③기초적인측정과관련된경험하기 ③기초적인측정해보기

④시간에대한기초개념알기 ④규칙성이해하기

⑤공간과도형의기초개념알기 ⑤자료정리및결과나타내기

⑥통계와관련된경험하기

윤진주 ·유지은 (2007, [13])은 탐구생활영역에서 하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대한 유치

원교사들의 반영정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목표에서 ‘사물과 자연

현상에대해호기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탐구하는태도를기른다’ 를가장높게반영하고자

했으며, ‘생활주변의문제를논리, 수학적으로해결하기위한기초능력을기른다’ 는가장

낮게반영하고자했다. 그리고교육내용에서는 ‘탐구하는태도기르기’ 를가장많이반영하

고자했고, ‘수학적기초능력기르기’ 는가장낮게반영하고자했던것으로조사되었다.이는

인문계열출신의유치원교사들이대부분고등학교때부터수학을싫어하였기때문이라고풀

이된다. 교과목에대한교사들의개인적인성향과선호도는실제유치원현장에서유아들을

가르칠때암암리에반영될수밖에없다. 유치원교사들이수학적인마인드를가지고있는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유아수학을 교수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교

사들이수학적마인드를갖도록하기위해서는직무연수에새로운접근의시도와, 또교사를

위한임용고시에서도이를위한평가가요청되어야한다.

앞으로개정할초등학교의개정시안에서는수학의내용이 ‘수와연산’ , ‘도형’ , ‘측정’ ,
‘확률과통계’ , ‘규칙성과문제해결’ 이므로, 이를감안하여 2007년개정유치원교육과정에

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용어를 초등학교와 통일성 있게 하였다. 다음은 수학적

기초능력기르기에관한교육과학기술부 ([1], [2])가제시한내용이다.

①수감각기르기: 수와연산

생활속에서사용되는수의여러가지의미를알고, 수량의많고적음을비교하고, 주변의

물체를 10까지 세고 숫자와연결해 본다. 수준별 II에서는생활속에서익숙한큰수를 세는

경험을 하며,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 ([2])는 서수와

기수의개념을유치원생활속에서자연스럽게이해하도록언어적상호작용을권고하며, 엄

마, 아빠의 나이, 유치원 주소의번지수등의예시를제시하고있다. 김진숙 (2007, [6])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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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수의 범위를 “1에서 10까지”라고 해서 유

치원교육과정에서 10을넘는어떤교육활동도금기시한다든가, 자연스럽게제시될수있는

내용을 ‘연계성’ 이라는 이름의 관리적 잣대로 상-하급 학교의 위계로 분류하는 데에는 문

제가있다고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명절에유아들이세뱃돈으로받는돈의액면가는 100,

1,000을넘어 10,000이라는큰수이므로현실적인감각을익힐수있는것도한방법이다. 이

영역에서는덧셈과뺄셈이발달에적합한것은아니지만구체물을통하여수량을더해보거나

감해보는경험을통해덧셈과뺄셈의연산기초를형성할수있다.

②공간및도형에대해알아보기: 도형

나를중심으로위, 아래, 앞, 뒤, 옆을알아보고,위치나경로를여러가지방법으로나타내

보며, 둥근상자, 공모양같은기본입체와세모, 네모, 동그라미같은생김새를구별하고이

름을알아본다.또수준 II에서는기본입체와평면도형의특징을알아보고,기본평면도형을

합하거나나누어서여러가지모양을구성해보고, 그림을보고구성물을만들거나그려본다.

공간개념의첫걸음은유아자신을기준으로주변물체들의형태를분별하면서공간적개념의

어휘로말해볼수있어야한다. 따라서 여러가지방법으로위치와경로를나타내보는심적

지도 (mental map)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II수준에서는 입체물을 직접 만져보고 설명할

수있도록하며, 찍어보기활동을통해입체와평면도형을연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

한다. 수준 II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형그리기 활동, 색종이나 데칼코마니, 패턴블록,

탱그램등의활동을권장하고있다.

③기초적인측정해보기: 측정

측정에서는 기본 속성인 길이, 크기, 무게, 들이, 시간을 탐색한 후에, 두 물체의 길이와

크기를비교하여말하고,순서를지어보고,손뼘, 블록과같은임의측정단위를알아보고,이

를사용하여측정경험을한다.이때측정가능한속성을탐색해보는과정에서물은용량이나

무게로측정할수있고, 키는길이로, 달리기는시간으로측정할수있음을인식하도록한다.

또한두물체간에 ‘무엇이더큰지? ’ , ‘무엇이더길고,짧은지? ’ 등의길이비교,무게비교를

하면서물체들간의반복적이며연속적인비교를하여순서짓기가가능하도록한다.임의측

정의도구로는유아의발걸음,손뼘같은신체를측정단위로사용하는것에서점차블록,연필,

클립등을사용하도록하고, 신체가사람마다다르므로유아스스로측정의필요성을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점차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인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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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규칙성이해하기: 규칙성과문제해결

여러가지물체나무늬의배열에서단순하게반복되는규칙을찾아보고, 나아가생활주변

에서반복되는규칙을알고다음을예측해본다.생활속의규칙은쉽게또친근하게다가온다.

즉, 보도블록의무늬,그릇이나옷의연속적인무늬,유치원의하루일과,반복되는일주일의

규칙성, 낮과밤의변화, 사계절의변화등이다. 규칙성은추상화, 일반화를할수있는기본

적인인지적기술로여러가지통찰력을갖게하는동시에다음의일을예측할수있게하므로

문제해결을보다용이하게할수있는자신감도가질수있게된다.

⑤자료정리및결과나타내기: 확률과통계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설명하고, 처음과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다시 분류할 수 있

도록 하고, 나아가 모은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보도록 한다. 자료의 정리와 결과의

표현은, 유아가 탐구활동을 하기위해 수집할 자료와 수집방법을 결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타당한결론을내기위해조직하고분석의방법을결정하는과정이다.이때그래프와

차트를 이용하여 과학 활동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류할 때 유아가 관찰하고 수집

하는과정은색, 모양, 크기와같은속성으로또는기능에의해정리하고조직하는과정이다.

이때유아가호기심을느끼는것을주제로택하여알아보려면활동을여러번반복시행하여

결과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수준 II 에서는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래프, 표,

그림사용을 권장하며, 유아가 여러 관계를 탐색 ·비교하고결과를 이해할수 있도록 교사가

발문한다.

우리나라는 탐구생활을 수, 과학 및 창의성으로 세 가지 경로로 접근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탐구를수학, 물리 ·자연과학이외에사회과학, 신체및건강, 사회정서등다양한인

지활동과교과영역에서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한편, 창의성이다루어지는영역은한국은

주로탐구에서나타나지만일본,뉴질랜드,영국,프랑스는예술을통하여서,프랑스는언어를

통해서,이스라엘은운동과연결짓고있으므로각민족의고유한특성이반영되는것을알수

있다 ([17]).

4 미국의유아수학교육과정

최윤정 (2005, [17])은한국을포함하여일본, 중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이스라

엘 등 8개국의 유치원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영국이 6개로, 이스

라엘이 17로 분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과정의 영역을 5개로 나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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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수학을 독립된 영역으로 명시한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뿐이었다. 우리나라는

‘탐구생활’ 에,일본은 ‘환경’ 에,중국은 ‘과학’ 에포함되었고,스웨덴은교육과정에간단한

지침만있을뿐교육내용은명시되어있지않았다.

1920년에 수학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수학교사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Mathe-

matics: NCTM)는현재 4개의수학전문학술지와교육 자료를 발간하고있으며 세계수학교

육개혁운동에많은영향력을끼치고있다. NCTM의 4종전문학술지중 『Teaching Children

Mathematics』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학교육의 향방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수학교육에서

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NCTM은 1989년에 ‘학교수학의교육과정과평가기준 (Cur-

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 을 발표하면서 세계 수학교육의

개혁운동의 선두에 서게 되었고, 1991년, 1995년 수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물을 발표하

였다. 그 결과 2000년에 Standards 2000 Project의 최종 결과물인 ’ 학교수학의 원리와 기준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이기준집의가장

큰변화는유치원이전시기 (preschool)를수학교육의대상에새롭게포함시키고수와기하를

강조한 점이다 ([7], [15]). NCTM은 Standards 2000에서 수학교육을 위한 내용기준 (Content

Standards)과과정기준 (Process Standards)을각각 5개항목으로제시하고있다:내용기준은

수와연산,대수,기하,측정,자료분석과확률이고,과정기준은문제해결,추론과증명,소통,

연결,표현이다.여기서주목할사항은NCTM이전학년에걸쳐수학의기준을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 4그룹 (유아, 유치, 초등1, 2학년/ 3-5학년/ 6-8학년/ 8-12학년)으로나눈점이다.

우리나라는유치원교육과정과초등 1, 2학년의과정이엄연히구별되어있건만미국은유치

원과초등학교가물리적으로도함께있는경우가많다.다음은 NCTM에서제시한 pre-K-2의

수학에관한내용기준이다 ([5], [18], [26], [20]).

①수와연산 (Number & Operations)

수, 수의표상, 수체계의관계를이해하고, 십진수체계와자릿수에대한기초이해를위한

모델을 사용한다. 자연수의 위치와 크기, 서수와 기수를 이해하고,
1
4

,
1
3

,
1
2
과 같은 간단한

분수를이해하고표현하며,연산의의미와그것들이어떻게관련되는지를이해하고,능숙하게

수를계산하고합리적으로어림한다.또한자연수의덧셈과뺄셈의다양한의미와두연산관

계를이해하고그결과를이해하며곱셈,나눗셈을수반하는상황을이해한다.나아가계산을

할때암산, 어림셈, 지필, 계산기를포함하여다양한방법과도구를사용한다.

②대수 (Algebra)

사물을 크기와 수에 의하여 정렬하고, 분류하고, 순서 짓기를 통하여 패턴, 관계,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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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도록한다.이때소리,모양의순서,단순한수의패턴을인식할수있도록하고,패턴을

반복하고확장하는것이어떻게발생되는지를분석한다.또한대수적상징을사용하여수학적

상황과구조를표현하고분석한다.특정한수를사용하여교환법칙이성립하는수학의원칙과

특징을설명하고, 양적인 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구체물, 그림, 상징을 사용하여자연수의

덧셈과뺄셈과관련된상황을모형으로만들어보며,다양한맥락에서변화를분석한다.가령,

사람의성장은질적변화를묘사하는좋은예로권고하고있다.

③기하 (Geometry)

2차원, 3차원의 도형을 인식하고, 이름을 알고, 비교하고 정렬을 하며, 각 도형의 속성과

조립의결과를조사하고예측한다. 또한좌표기하와다른체계를사용하여위치를설명하고

공간적관계를기술한다. 이때공간에서방향과거리, 명명, 해석에대한아이디어를적용하

고, 지도와같은좌표체계를통해위치를찾고명명한다. 도형의변환을이해하도록옮기기,

뒤집기,돌리기를인식하고적용하도록하며,대칭인도형을인식하고만들어본다.도형의문

제해결을위해서는시각화, 공간적추론, 기하학적모델을사용하며도형의정신적이미지를

창조한다. 또한기하의아이디어를수와측정의아이디어에연결시키고, 환경에서기하학적

모형과구조를인식하고그위치를말한다.

④측정 (Mesurement)

측정이가능한구체물의속성과단위,체계,과정을이해한다.즉길이,부피,무게,시간의

속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속성에 따라 구체물을 비교하고 순서짓고, 속성에 적합한 단위와

도구를 선택한다. 나아가 측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술과 도구, 방식을 적용하는데 같은 크

기의 단위로 반복 측정하는 것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림으로까지

발전시킨다.

⑤자료분석과확률 (Data Analysis & Probability)

자료를처리할수있는문제를명확하게설정하기위해문제를놓고서그배경에관한자료를

모으고속성에따라구체물을정렬하고,분류하고,조직한다.이때자료를분석하기위해서는

적절한통계적방법을선택하고사용하며, 자료에기초한추론과예상을발전시키고평가한

다.평가시에학생의경험과관련된사건들을토의하면서확률에관한기초개념을이해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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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과한국의유아수학교육과정의쟁점들

이정희 ·이지현 (2004, [15])의연구에서, 우리나라유아수학교육의내용이아직까지피아제

관점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므로사회적구성주의에기초한 NCTM과비교할때또최근의

유아수학교육의 동향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들은 우리나라 유아수학교육은

수능력을수학의출발점으로보고있는것이 NCTM원리에어긋나며유아발달에적합하지

못하다고지적한다. 한국의 4년제유아교육과교수들은분류, 서열, 수를매우강조했으므로

이로인한교육의영향으로한국의유치원교사들이분류와서열을강조한것으로분석하고

있다. 이는대학의유아수학교육의내용이피아제의영향권에서못벗어나고있음을입증하

고있는것이다. 이에반하여 NCTM에서는구분하고분류하고서열화하는활동은패턴이나

기하, 통계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유아수

학교육의 내용은 검토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유아수학교육의 내용체계는 수학의 학문적

내용체계보다는피아제의관점에의한유아의인지발달특성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유아의

전조작적인지발달특성에중점을둠으로써, 분류하기, 순서짓기같은수이전의활동으로

수에관한학습을준비한후에수를다루는위계적인순서를중시한다.따라서수학의학문적

체계 반영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면서 유치원 교사들의 수학교과 내용지식이 빈약하게

되고수학개념의체계적인조직이어렵게되는단점이있다 ([3]).

NCTM의내용기준의하나인패턴은순서짓기의하위개념으로포함하고있어많은차이를

보인다. 또한지도자료에서는분류와순서짓기를가장강조하고있어유아수학교육의핵심

내용으로수와기하를강조하는 NCTM과분명한불일치를보인다. NCTM은분류와서열을

활동방법에 그리고 공간과 도형을 기하에, 시간은 측정에 포함하고 있다. 통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각각의 내용을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다루고있으며, 수를제외한모든내용이미흡한것으로드러났다.

위에서제시한내용기준 (Content Standards) 외에 NCTM은 5개의과정기준 (Process Stan-

dards)을제시하고있다 ([5], [18], [24], [26], [20]).

①문제해결 (Problem Solving): 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문제들을이용하여수학적개념을

소개하여 수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함양시키며,

수학적문제해결과정을조정 (monitoring)하고반성 (reflect)하면서, 반성의가치를인식하도

록한다.

②추론과증명 (Reasoning and Proof): 추론과증명은수학의기본적요소임을인식하도록

모든 수학적 주장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추론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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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고, 자기들만의 언어로 생각을 기술하고 발표하며, 다른 사람의 논점과 증명을 토론을

통하여추론방법을이해한후에다양한추론과증명방법을선택하여활용한다.

③의사소통 (Communication): 상황을행동으로나타내고, 그림을그리고, 대상을이용하

고, 언어를통하여설명하고, 다이어그램을활용하고수학적상징기호를사용하는모든방법

이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교사와학생간에, 교사와교사간에, 분명하고간결하게표현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확고히 하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형식적인 수단을 개발한다.

수학적아이디어를간결하게표현하기위해서는수학적언어를사용하도록한다.

④연계성 (Connections):학년이올라감에따라학생들이여러가지상황에서동일한수학적

구조를파악할수있는능력이연계성있게길러지도록한다.또한수학이아니다른과목에서

도수학을인식하고응용할수있도록수학적아이디어의내적연결성과일관성있는전체를

한다.

⑤표상 (Representation):학생들은자기의아이디어를다른사람이이해할수있도록표상을

만들고, 정교화하여활용하며, 적절한수학적표상을선택하여문제를해결하며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수학적 현상을 모델화하고 해석하기 위해 표상을 만들어

사용한다.

6 나가는말

미국과한국의교육과정에서수학영역을비교할때, 우리나라는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분

류하고 있으나, 미국은 NCTM에서 pre-K-2, 1-2학년, 3-5학년, 6-8학년, 8-12학년으로 분

류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유치원 수학교육과정은탐구영역에포함되어있으나, 미국

은 NCTM에서 전 학년에 걸쳐 수학교과목에 대해 내용기준 (content standards)과 과정기준

(process standards)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수와 연산 (Number & System), 대수

(Algebra), 기하 (Geometry), 측정 (Mesurement), 자료분석과확률 (Data Analysis & Probabil-

ity)의 5개영역으로우리의것과대동소이하다. 그러나 NCTM에서는과정의기준으로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추론과증명 (Reasoning and Proof), 의사소통 (Communication), 연계

성 (Connections), 표상 (Representation)을제시하고있는점이우리와다르다. 유아수학저서

([27], [29])들은 철저하게 NCTM의 내용과 과정의 기준에 맞추어 집필되고 있다. 유아수학

과초등수학의전문학술지 『Teaching Children Mathematics』에서는유아교육학자의연구물,

교육행정가, 현장 교사의발전방안과현실감있는문제들이공유되고있다 ([19], [22], [23]).

이러한 측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양한 적용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수학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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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수학적 사고를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의지이며 가치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물론 우리의 경우도 초등과 중등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 전략과 추론을

강조는하고있지만유아교육에서는강조하고있지않으며,초등과중등조차도미국에비하여

미흡하다. 미국의 교사들은 그 만큼 수학이 과학과 기술발전의 기초가 되고,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교과목으로인식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좀 더세부적인사항을

비교하여보면, 다음과같은차이점을알수있다.

첫째, 우리나라유아수학교육과정의 ‘수감각기르기’ 에서분수는언급되지않고있으나,

미국의경우는 ‘수와연산’ 에서
1
2

,
1
3

,
1
4
의개념과암산,어림셈과함께계산기의활용을권장

하고있다. 글로벌한디지털사회에서계산기의사용또한수용해야할영역인것같다. 또한

우리는수준별 I에서주변의물체를 10까지세고숫자와연결해본다고제시하고있으나,현재

우리사회의 주거형태는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많은 현실에서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의숫자버튼과수개념을연결할수있도록권장하기를바란다.

둘째, 우리의 ‘공간및도형에대해알아보기’ 는미국의 ‘기하’ 영역인데그들은유아수

학부터 좌표를 통한 좌표기하, 즉 해석기학적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해석기하는 17세기에

데카르트 (R. Descartes, 1596-1650)가 2,000년간절대진리로연구해온그리스의논증기하를

계산가능하도록대수적개념으로변환시킨새로운패러다임이다. 유아들이어릴적부터도

형의심상을형성하고, 또도형을좌표체계에서이해하는인지능력은향후수준높은수학적

추론과문제해결에매우중요한능력이다.우리의 7차교육과정에서도이관점을강조했으면

하는바람이다.

셋째,우리의 ‘기초적인측정해보기’ 는미국의 ‘측정’ 이고, ‘자료정리및결과나타내기’
는미국의 ‘자료분석과확률’ 인데두영역은모두동일한내용이제시되었다.

넷째, 우리의 ‘규칙성 이해하기’ 는 미국의 ‘대수’ 영역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속에서반복되는규칙을찾아보고,그다음의규칙을알아보면서규칙의추상화,일반화

를인지할수있는통찰력을기르도록제시하고있다.그러나미국의경우는패턴,관계,함수

라고 명시하고, 대수학에서 주요 개념인 함수와 교환법칙까지의 원칙과 특징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있다.실은우리나라유아들도덧셈연산을할때교환법칙을이미학습을하고는있

지만강조하고있지는않다.우리유치원교육과정에도현대수학의구조가좀더구체화되어야

하고,이를위해서는예비유치원교사들의대학의교육과정과유치원교사의직무연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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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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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Mathematical Contents an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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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Korea and U.S.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sin University Kye, YoungHee

In general,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is conducted and operated in early child-
hood education curriculum. Moreover,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approached and
conducted by an U.S. NCTM. So, it is meaningful to compare American and Korean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curriculum. Therefore, I has studied how those points of
views of the mathematics education are instituted in the curriculums respectivel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inciples of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
of Mathematics): content standards and process standards. I hope the finding of this study
would reflect to the 7th Korean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including learning
and curriculum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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