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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in Mathematics Subject

최 승 현․류 현 아1)․박 지 현

ABSTRACT. Character means a person's nature and the mind and behavior to

lead a desirable life personally and socially. Also character can be changed with

education and environment. Therefore character education will be possible to do

practice through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and life experiences in school. In

other words, we think that students will get person's character required to lead a

desirable life personally and socially beyond what they just learn knowledge and

skill, enter the higher schools and succeed one's way

This study accepts merits of existing character education policy through

subject(mathematics) education and focus on direction for character education

through subject(mathematics) education for systematic and synthetic approach for

practice of character education. For this, we will see applicability of th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in the whole subject education, in particular focusing on

cases of character education in mathematics subject

Ⅰ. 서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하려는 교육’에서 출발하였다. 인성(人性)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 ‘각 개인

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인성

은 한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특성들이 통합된 상태를 의미한

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인성은 지․덕․체(智德體), 지․정․의(知情意)가

골고루 발달한 ‘전인(全人)성’이나 바람직한 ‘인격(character)’ 등과 같은 가치를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Wikipedia, 양정실 외, 2013).

그 동안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남궁달화, 1999; 조난심 외, 2003; 현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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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를 살펴보면 ‘인성'이란 개인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삶을 위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인성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교육이

나 환경 등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과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장래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품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인성교육 관련 학자들이나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교과교육을 통한 다양한 인성교육

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 외 프로그램이나 학교 행사성으로 진행해 온 기존의

인성교육 접근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안들을 검토해보면 인성교육

요소들을 교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실

천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은 전 정부의 핵심적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교과 외 프로그램 중심의 접근이나 교과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가치만을 부각시켰던 것에 비해 좀 더 실천지향적인 것으로

나름의 강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현장 적용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틀 또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정립된 교과교육에 인성교육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그것은 특정한 방법론적 초점으로, 예컨대 ‘프로젝트형’ 인성교육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교과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이라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결여된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정책의 장

점을 수렴하되 향후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 종

합적 접근을 위해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 전체의 시각에서 인성교육 방안들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고, 특히 수학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다.

Ⅱ.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오늘날 교과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병열 등(2012)의 연

구에서는 오늘날 ‘인성’의 개념은 동서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 받을만한 성격적 특성과 도덕적 판단능력, 도덕적 실천능력, 도덕적

반성능력 등 도덕적 역량 및 건전한 사회성, 민주적 시민성 등 시민적 역량을 포괄하

는 넓은 의미의 도덕성 개념을 포함하여 인간 본연의 사람됨, 인간다운 품성, 도덕적

자질, 덕성, 인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도덕적인 덕목 뿐 만 아

니라 사회연대 의식이나 문화적 가치도 인성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김재춘 등

(2012) 연구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덕목을 개인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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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내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품과 정서적인 성품, 민주시

민 의식, 자기 존중, 정직성, 윤리, 정의, 평등의식, 절제, 직업윤리, 인격도야, 자주적

소양,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인정, 관심과 배려, 리더십, 준법, 팀워크 등을 포함하

였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는 사회적인 성품, 타인 존중, 공공질서 의식, 경로, 효, 친

생명 존중, 사회연대 의식, 애국애족, 배려와 나눔의 실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미래 한국인으로써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감안하여 도덕

적 덕목, 사회연대 의식, 문화적 가치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리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문화이해 등이 교과교육에서의 인성 요소로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천세영 등(2012)도 앞으로는 인성개념에서 핵심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인성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인성 개념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졌지만, 미래사회의 핵

심역량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회성과 감성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완하고,

여기에 실제적 삶속에서 겪게 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판단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 윤리적 가치 덕목을 포함해야 한다(천세영 등

2012: 49).

첫째, 도덕성 차원이다. 정직, 책임과 같은 핵심 덕목을 내면화해야 하고,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 있

는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성 차원이다. 공감, 소통과 같은 능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

서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파악하며,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하

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감성 차원이다. 긍정, 자율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개발하여 자신의 강점, 약

점,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며,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

각과 행동을 조절․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천세영 등(2012)의 인성의 정의는

도덕성과 사회성 그리고 감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한 점, 덕목과 역량을 통합

시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의미로

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극

복해 낼 수 있는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품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학교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성의 의미는 “인간다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시민 윤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참된 본성과 전인성의 토대위에

미래사회를 위한 도덕적, 사회적, 감성적인 소양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낼 수 있

는 역량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이는 도덕성과 함께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시민윤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선(善)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바탕으로 삼는다(양정실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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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성의 의미 중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덕목․인성

역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교육에서 강화시켜 나갈 인성교육에서 추구

해야 할 인성 요소를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미래 핵심역량이라는 차원에서 구체화 해 보아야 한다. 최근 인성

교육 논의가 활성화 되면서 이루어진 정책연구들(이광우 외, 2008; 문용린 외, 2010,

이명준 외, 2011, 유병열 외, 2012, 오기성 외, 2012;, 교과부, 2012e; 이근호 외 2012)

에서 제시한 학교 인성교육 요소를 살펴보면 기존의 도덕교육과 인격교육에서 강조

해 왔던 개인적 덕목과 사회적 덕목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배려’나 ‘관용’과 같은

인간관계 덕목이 더욱 중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부각되는 점은 학교

인성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주요 요소가 단지 가치 덕목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가

치덕목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에까지 연계되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학생들은 바람직한 행동

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 인성교육에서 중시해야할 것은 갖추어야 할 가치덕

목 뿐만 아니라 가치덕목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교과교육에

서는 기존의 지식 중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양정실 외(2013)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과교육을 통

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인성역량을 재구성하여 다음 <표 1>과 같

이 제시하였다.

가치덕목․인성역량 포함되는 인성 요소

존중
자기존중: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타인존중: 인권 존중,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 갖지 않기

배려 관용, 연민, 양보, 친절, 봉사, 헌신

책임 자기 임무 완수, 정직, 성실, 신뢰, 윤리적 책임감

참여와 협동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 의식, 협력, 도움주기, 팀워크

공감과 수용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타인의 입장 이해, 미적 공감, 심미적수용

대화와 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문제와 갈등해결능력
문제인식,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 결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기,

도덕적 성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정의 준법, 규칙준수, 공정

<표 1>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덕목․인성역량(양정실 외, 201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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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인성역량은 다

음의 네 가지 특성을 갖는다(양정실 외, 2013). 우선 제시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인성역량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 대인관계 능력 부족 그리고 평화적인 갈등해결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

우리 학교교육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필요

한 것들이다.

둘째, 기존의 덕목 중심이 아니라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이 통합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교과수업 과정에서 인성역량을 이끌어내고 함양하는데 초

점을 둠으로써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목

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도덕과나 사회과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문학,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교육을 통해 심미적 수용과 미적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이는 다양한 교과에서 풍부한 인성과 정서가 길러지기를 기대한 것으로

이전의 도덕과 교육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각 교과는 각기 독특한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틀을 기반

으로 각 교과별로 일부 강조점을 달리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제시되지 않

은 가치덕목․인성역량을 추가할 수도 있다.

Ⅲ. 국내외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사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교과별로 교과와 인성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교과의 인성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등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Stiff-Williams(2010),

Williams(2000) 등이 주장한 교과수업에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인격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양정실 외, 2013). 이 논의에

서는 수업 계획부터 교과별 교육과정에 의한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어 교과를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활동들과 가치 등을 통합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표 2>는 Stiff-Williams(2010: 118)의 연구에서 정리한 미국의 각 주(州)에서

교과교육과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사례들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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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과정 기준 지도와 인성교육요소의 통합

주 수준 교육과정 기준
핵심 학문적 교육과정
(인지적 측면)

인성교육
(정의적 측면)

New York 주 영어과/Language Arts(중 수준)
“학생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
해 언어적, 비 언어적 기술을 활용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기
술 활용하기

․타인들과의 의사소
통이 향상된 것을
나타내기

․갈등해결
․타인존중
․대인관계
․협동

Virginia 주 AP과목/미적분
“학생은 문제를 풀기 위해 적분법을 활용한다.
……”

․문제풀이에 적분법
활용하기
……

․인내심
․역량
․정확성

Texas 주 과학7학년
“생태계의 예를 제시하고 한 생태계 내에서 상호
의존적인 생물적, 무생물적 요인들을 열거한다.”

․생태계의상호의존성
․생물적 무생물적 요
인들

․상호의존성
․협동
․인간들간의 관계

* Stiff-Williams(2010: 118)의 표 일부임

<표 2>에 제시된 교육과정 기준과 인성교육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과 달리

Kentucky 주의 경우에는 ‘Practical Living’이라는 별도의 과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를 통해 갈등의 원인분석과 가치갈등 해결 전략을 가르침으로써 가정, 학

교, 지역사회의 갈등에 평화로운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달리 Utah 주

의 경우에는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인격 교육 기준이 영어와 문학기준에

통합되어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Stiff-Williams 2010). 이와 같이, 교육과정 기준 중심

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교과교육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인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미화(2000: 4-9, 장사형(2011: 209)에서 재인용)는 인성교육 내용

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도덕과나 사회과 외에 일반 교과지도에서의 인성교육 주제

들을 <표 3>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주제 활동들은 교육과정의 특정과 내용

과 관계없이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다.

교과명 주요 주제 활동

국어
․인물 연구를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 함양하기
․연극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개선하기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 높이기

수학
․수학과 관련 인물소개를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 함양하기
․수학 관련 발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 기르기
․소집단 협력학습을 통해 인간관계 개선과 협동심 발휘하기

영어
․역할놀이를 통해 협동심 발휘하기
․세계시민으로서 의식과 태도 익히기

과학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 함양하기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자세 함양하기

음악

․1인 1악기 연주하기를 통해 소질 계발하기
․교내합창대회를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학교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하기
․체육대회, 소풍, 학예발표회,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 높이기

<표 3> 교과별 인성교육을 위한 주제 활동예시

* 장사형(2011: 209)에서 발췌하여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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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핵심역량과 인성교육

과거에는 수학교육이 수학과 교육학의 혼합물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적

내용에 대한 정진을 강조한 것에 비해, 현재나 미래에는 수학이라는 학문적 내용에

대한 정진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함으로

써 삶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과거의 수학교육이 수학이라

는 학문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수학교육은 학습자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학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수학을 위한 교육’

과 ‘수학을 통한 교육’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 때, 중

요한 점은 고대의 교육자들이 주장한2) 전인적 성장이 미래의 가치와 결합되어 새로

운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

계 시 향후 도래할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혹은 소양이 무엇인지 규명(이

흔정, 2010)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학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

치로 창의·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수학 교과 내에서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능력들을 강조했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전 교과를 통해 통합적

으로 길러져야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큰 가치로 설정하고 수학 교과에서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은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이는 주로 수학적

추론, 수학적 문제 해결, 수학적 의사소통과 같은 수학적 과정의 교수·학습을 통하여 증

진된다. 수학적 과정을 통해 길러진 핵심역량은 타 교과의 성공적인 학습에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전문적 능력의 증진과 창의·인성 중심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소양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토대가 된다(교육과학기

술부, 2011).

수학과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수학을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강조점이 지속적으로 달라져왔다(방정숙 외, 2011). 다

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수학 교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미래 삶을 위한 학습자의 핵심역량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역량 접

근은 1970년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들어서

교육개혁을 이끄는 핵심기지로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2) 수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역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대희(2000) 연구에서 Pestalozzi,

Froebel 등은 수학의 특성을 합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일

으키는 교과로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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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있다(이흔정, 2010). 특히, 1997년부터 OECD(2005)에서 7년간 개인에게 도전

을 요구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 체계에 대해 연구하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를 적극 수용하여 자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윤현진

외(2007)는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에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순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

사소통능력과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선

정되었다. 또한 이광우 외(2008) 연구에서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10가지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그 하위 요소들을 <표 4>와 같이 추출하였다.

<표 4> 한국인의 핵심역량(이광우 외, 2008)3)

역량 하위 역량

창의력 창의적 사고 기능, 창의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문제 인식,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과 평가,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정보처리능력 정보 수집, 정보 윤리, 정보 분석, 정보 활용, 매체 활용 능력

대인관계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협동, 갈등관리, 관계형성, 리더십

자기관리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 선용, 건강 관리,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생활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기초학습능력 기초적 읽기, 기초적 쓰기, 수리력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국제사회 문화이해
우리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문화 향유 능력, 국제사회 이해,

외국어 소양

진로개발능력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이 외에도 국내외 연구에서는 연구 주체의 시각이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핵심역

량을 범주화하고 그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역량의 구분이나

재구조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 뿐”이라 설명한

다(이근호 외, 2012).

또한, 실제 과제 수행의 맥락에서 핵심역량들은 분절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하나

의 총체로 상호 연계되어 작동한다(이광우 외, 2008). 그렇기 때문에 핵심역량을 구분

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에는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처럼 개념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수학적 창의성으로 볼 것인지,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최승현, 2011). 그러므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실

제 수업수준에서 구현될 때에는 동일한 수업에서 하나 이상의 역량이 복합적으로 길

3) 각각의 핵심역량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광우 외(2008)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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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 교과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잘 길러줄 수 있는 역량들을 탐색해보고자 수학교육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학교육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수학교

육 전문가 8명에게 이광우 외(2008)에서 정리한 10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수학교

육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핵심역량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문제해결력(8명), 창의성(6명), 의사소통능력(5명), 정보처리능력(4명), 기초학습능

력(4명), 대인관계능력(3명), 자기관리능력(2명)으로 응답하였으며,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시민의식이나 국제사회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은 한 명의 전문가도 선택하지 않아 수학 수업에서 교사들이 쉽게

기르기 어려운 역량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수학 교과에서는 수학교육 전문가들이

수학 수업에서 더 잘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문제해결력, 창의력, 의사소통능

력, 정보처리능력, 기초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4) 등에 주목해야 할 것

이다. 한편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은 수학 교과보다 도덕, 사회 등

과 같은 타 교과에서 다른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있으나 수학 교과에

서 이러한 역량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수학 학습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일상적인 수학 수업에서 수학 교사가 의식적으로 수업에 반영하

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길러줄 수 있는 것들이며, 핵심역량 기반의 수학 교수·학습

을 위해서는 이 역량의 신장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수학교육은 전통

적인 수학교육의 가치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적 가치와 융합되거나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가치는 중요함의 경중을

따질 수 없으며 수학 학습에서 모두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과정, 인성의 세 가지

범주로 역량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격’부터 ‘목표’, ’내용‘, ’평가‘에 이르기

까지 창의성과 더불어 인성 함양을 중요한 교과 목표로 규정하고, ‘교수․학습 방법’

에서는 수학적 창의성, 인성 등을 가르치고 학습하기 위한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최승현, 2011). 이 중에서 ‘성격’ 영역에서는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

해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서는 수학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가르치고 학습하기 위한 하위 요소를 개인적 차

원, 대인 관계적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선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

에서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내적 측면, 대인 관계적 차원은 개인 대 개인의 측면을

다루고, 공동체 차원은 개인 대 공동체의 차원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개인적 인성의

4) 자기관리능력은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 선용, 건강 관리,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생활습관,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등이 하위 역량이며 가장 적은 수의 전문가들이 선택한 것을 고려하면 수학 교과

에서 특별히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다라기 보다는 전 교과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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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만으로는 학교 폭력 문제 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이와 함께, 대인 관계적 차원 이외에 공동체 차원도 설정하여야 한다. 공동

체의 존재 및 그 질서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인성의 실천

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이에 따라 수학 교실

내 수업에서도 대인 관계적 차원이 좀 더 중요해지고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

학교육이 다루는 수학적 개념 이해, 수학 문제 해결 등에서도 공동체 차원의 인성에

대한 고려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최승현, 2012). 이러한 대인 관계

적 차원은 양정실 외(2013)에서 제시한 인성역량에서 참여와 협동, 공감과 수용 등과

연결되며, 이광우 외(2008)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중 대인관계능력, 시민의식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력과

추론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 수업에서 이를 활용하여 역량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보장할 수는 없다. 그

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인성과 관련된 핵심역량을 포함하는 사례를 살

펴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Ⅴ. 수학 교과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본 절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중에서 인성과 관련하여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교과서와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탐색해 보았다.

가.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인성교육 관련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인성을 강조하면서 인성 역량에 관한 내용이 새

교과서에 처음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그림 1]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3)에 제시된 활동으로 초등학

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봉사 활동 요일을 정하면서 덧셈, 뺄셈을 학

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무슨 요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

각해 보면서 수학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

하시는 어른들께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인성적인 측면까지 연

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봉사정신은 양정실 외(2013) 연구에서 인성교육에

서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덕목․인성역량(표 3)으로서 배려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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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봉사 활동을 무슨 요일에 할까요 - 봉사정신

[그림 2]는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3)에 제시된 이야기로 녹두밭

에 토끼가 나타나는 날짜의 규칙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녹두밭을 망쳐놓는 토끼와 녹

두밭 할아버지의 갈등상황인데 이는 Stiff-Williams(2010)이 제시한 인성교육에서 갈

등해결을 위한 소재가 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토끼는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할

아버지는 토끼를 용서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핵심역량(이광우 외, 2008)의

대인관계능력에 있어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할 수 줄 아는 인성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다.

[그림 2] 녹두 할아버지와 토끼 -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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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3)에 제시된 활동으로 숫자를

점자로 나타내어 보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

법을 서로 이야기 한다. 이 활동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배려, 공감과

수용 등의 대인관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특히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핵심역량(이광우 외, 2008)과 인성요소(Stiff-Williams, 2010; 양정실 외, 2013)에서 모

두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3] 숫자 점자 체험하기 - 타인 이해 및 존중

[그림 4]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4a)에 제시된 이야기로 의좋은

형제가 함께 수확한 쌀 12가마니를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방법을 다룬다. 형제는 힘

을 모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쌀을 나누어 갖는데, 형은 얼마 전에 혼인한 동생을 생

각해서 동생에게 더 많이 주려하고, 동생은 식구가 많은 형을 생각해서 형에게 더 많

이 주려한다. 협동은 Stiff-Williams(2010) 연구와 양정실 외(2013) 연구의 인성교육

요소에 포함되며 핵심역량(이광우 외, 2008)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역량이다. 이 이

야기를 통해 함께 일하는 협동심을 다룰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인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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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좋은 형제의 쌀 나누기 - 협동, 타인 이해 및 존중

[그림 5]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4b)에 제시된 이야기로 게으름

뱅이 농부가 마을 이웃들이 추수한 곡식의 일부분을 얻어먹는 내용으로 분수의 덧셈

을 다룬다. 게으름뱅이 농부는 이웃들에게 얻어온 곡식의 양이 꽤 많다는 것을 알고

미안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곡식의 반을 돌려준다. 이후 게으름뱅이였던 이

농부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지런히 일하는 자기관리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하며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는 공동체 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핵심

역량(이광우 외, 2008)으로서 시민의식의 하위 역량이며, 인성역량(양정실 외, 2013)으

로서 참여와 협동에 포함되는 인성 요소이다.

[그림 5] 게으름뱅이 농부가 달라졌어요 - 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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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우의 수와 확률 - 공정

[그림 6]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4b)에 제시된 이야기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지방이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이 점

점 오르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하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북극의 얼음

이 꽁꽁 얼지 않고 잘 녹아서 북극곰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은 사람

들이 사용하는 화학 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학생

들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함을 알고 환경 보존을 위해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핵심역량으로서 시민의식에 포함되는 환

경의식은 생태계의 상호의존성(Stiff-Williams, 2010)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

성요소로서 상호의존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림 6] 북극곰을 지켜 주세요 - 환경 의식

(2) 중학교 수학 교과서

[그림 7]은 중학교 2학년 수학(강옥기

외, 2013) 확률의 뜻을 학습에서 확인문제

의 일부분이다. 체육시간에 각 팀에게 동

전 2개를 던져서 나온 면에 따라 우선권

을 주는 상황이다. 동전 두 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와 서로 다른 면이 나오

는 경우의 수를 알고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격 우선권을 주

기 위해 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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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키고, 이와 유사한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게 함으로

써 인성 요소(양정실 외, 2013)로서 정의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림 8]은 중학교 2학년 수학(강옥기 외, 2013)일차함수 활용 단원의 도입부분에

서 제시된 문제이다.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음악회 상황에서 판매된

입장권의 수에 따라 모을 수 있는 불 이웃 돕기 성금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는 내용

이다. 여기서 단순히 성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관계식을 찾는 것 뿐 만 아니라 불우

한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인성교육으

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봉사정신은 핵심역량(이광우 외, 2008)으로서 시민

의식에 포함되며 인성역량(양정실 외, 2013)으로서 배려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8] 일차함수와 그래프 - 봉사정신

[그림 9]는 중학교 2학년 수학(강옥기 외, 2013) 부등식 단원의 도입부분에 제시된

문제이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속력에 따라 표정이 바뀌는 교통표지판을 소개하면서

자동차의 속력과 교통표지판의 표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내용이다. 여기

서 학생들은 제한 속도를 넘으면 찡그린 표정으로 ‘천천히’라고 경고하고, 제한 속도

를 넘지 않으면 웃는 표정으로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질서를 지킬 때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준법정신

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준법정신은 핵심역량(이광우 외, 2008)의

시민의식에 포함되며, 인성역량(양정실 외, 2013)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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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차부등식과 연립일차부등식 - 준법정신

[그림 10]은 중학교 3학년 수학(김서령 외, 2013) 이차함수의 뜻과 그래프 도입부

분에 제시된 상황이다. 미세 먼지를 소재로 실외 활동에 지장이 없으려면 대기 환경

기준에 미세 먼지 양을 따라 1일 평균 100㎍/㎥ 이하로 줄여야 함을 이야기 한다. 미

제 먼지는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인데, 미제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

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야기 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미세 먼지의 해

로움을 알고 평소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이는 Stiff-Williams(2010)가 인성교육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비

용, 자원 활용 가능성, 장기적인 유용성, 타인에 미치는 영향 등)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한 것과 관련된다.

[그림 10] 이차함수와 그 그래프 -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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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과 조별 협동학습에서의 인성교육

수학수업이 조별 협동학습으로 진행하는 경우,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조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인의 의견만 내세우게 되

면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학습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조장을 맡은 학생들은 리더

십을 발휘하여 해당 조를 이끌어나가며 조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논의를 통

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 또한, 학생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별 협

동학습에서 동료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

자신들이 제시할 의견이나 결과물이 없어졌을 때에도 누구 한 사람의 탓이 아니라

팀원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협동 학습

의 결과로 학생 각자의 개성, 성격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는 팀원 간의 조화를 이

루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협동학습의 목적중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토론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에 따라 토론과정에 개입하여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최승현,

2011)한 후, 학생들은 협동학습에서 팀원 간의 조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림 11] 조별 협동 학습 중 일부 [그림 12] 조별 프리젠테이션 준비 과정

이와 같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는 수학교육의 주요 특징으로 언급되는 합리성에

서도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데, 이는 합리성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수학적 사고 활

동의 반성과정에서 기본적인 수학개념의 이해, 추측,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우정호, 1999). 이와 더불어 토론, 의사소통, 협동학습 시 중시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렇듯 상호 존중하는 토론 문화는 비판적인

사고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수학 교육을 통해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길러

진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더러(우정호, 1999), 대인관계능력, 리더십과 같은 인성 함양

에도 도움이 된다(최승현, 2011). 물론 이러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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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맥시코만의 기름 유출과 해안선 모양

내, 기다림, 적절한 개입 등이 요구되며, 해결 방안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정호,1999, 최지현, 2003).

다.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인성교육 5)

학교교육에서 수학교사는 수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수학을 즐겁게 학습하게 하

는 것이 그 역할이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수학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그들의 주변과 주변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수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면 도형의 성질은

학생들이 학습한 후 확장되어 실제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실제 살아갈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인격도 함께 키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해안선이 일종의 프

랙털 구조를 가졌다는 것으로 시작

하여, 이러한 사실이 2010년 5월에

일어난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으

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게

하였다.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의

핵심은 기름 유출로 인한 극심한 환

경오염이므로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 이 경비를

예상하기 위해서 해안선의 길이, 단

위 길이 당 드는 비용을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C교사는 프랙털과 해안선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해안선 사진을 보여주고, 해안선을 프랙털로 가정해도 무방함을 이야기하였다. 이 후

C교사는 수학적으로 프랙털이 해안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프랙털의 길이와 연관이 되는지,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간단한 프랙털의 길이의 변화 및 n번 반복 후의

일반화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 때 발생하는 피해액과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금액도 프랙털을 이용하여 함께 계

산해볼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프랙털에 관한 이러한 수업 사례는 학생들이 탐구하는

내용을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 환

경 문제와 국제 시민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하여 좀 더 인격적

으로 성장하게 하는 수업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불시에 일어나 우리 생활에 막대

5) 이 수업 사례는 최승현(2011)의 발표 원고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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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끼치는 점, 또 환경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어

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자그마한 욕심이나 실수가 무서운 결

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였다.

요컨대 실생활 소재를 수업에 활용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밖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격

성장, 즉 인성이 강조된 수업이 수학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수학을

학습하여 앞으로 닥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

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최근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많아지고 있으며, 수학교

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물, 교수학습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수학을 기계적이

고 어려운 학문이라 여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힘들게 수학을 배웠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서는 수학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미래 삶에 유용한 수학교육적 가치를 핵심역량으로부터 찾기 위해, 이광우 외(2008)

에서 제시한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10가지 중 수학 교과에서 더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핵심역량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량들이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육과정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제시

된 인성교육과 관련된 핵심역량을 수학 교과서 및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수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구현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의 수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추구해오던 가치들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미래 삶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핵심역량적 인성교육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의 일부로 인성교육

내용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학내용 지식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학교육적 가치로서 추구할 수 있는 핵심

역량들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적 가치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간단한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례들

이 수집되어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실제적인 교수․학습의 수준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보급되는 현 시점에서 역량기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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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으로서의 인성교육을 피상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시키는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 학교 현장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어디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접하는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사용지도서에 짧게라도 인성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삽입하면 새로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내용이 교사뿐만 아니라 그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

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도입할 경우 교사는 안내자, 조력자

의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할 것이며, 학생평가 측면에서는 기존의 지

필평가, 수행평가의 항목들을 개선하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

다(최승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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