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NCTM은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 규준으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수학적 연결성을 제시하였다[1,2].

특히, NCTM[3]에서는 수학 영역 내에서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수학과 타학문간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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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통합 교육은 교과간의 구분에 제

한받지 않고 각 교과에서의 지식이나 경험을 학습자의

흥미, 문제,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육

함으로써 학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수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으로 수학으로부터

새로운 학문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학문과의 관련을

계속이어왔기에수학과타교과통합교육은수학의학

문적 특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단원

도입글이나탐구활동등에서다른교과를소재로하여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 등을 유도하는 예가 자주 발견되

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개념이나 원리의 도입을 위한 소

재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통합 교수-학습 자료라 보기에

는미흡한것이현실이다. 다만, 과학분야의주제를수학

과 통합하여 다루는 시도는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

는수학관련소재들은많이있다. 그렇지만, 이를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수학교육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에서는 수학과 타 교과 통합 교육의 유형과 통합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자를 중심

으로 하여 개발한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와 사회 교과의

통합 교수-학습자료[4,5]를 먼저 소개하고, 수학과 과학,

수학과예술등타교과와의통합교수-학습자료에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2. 통합 교육 
2.1 통합 교육의 유형
수학과타교과간의통합유형에대한연구는많지않

지만, 수학과과학통합교육과정에대한유형분류는캠

브리지 회의에서의 설정이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 수

학과과학의통합교육과정의유형을 ‘수학을위한수학’,

‘과학을 사용한 수학’, ‘수학과 과학’, ‘수학을 사용한 과

학’, ‘과학을 위한 과학’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Cambridge Conference on School Mathematics[6];

Huntley[7]에서 재인용).

Huntley[7]는 캠브리지 회의에서 설정한 수학-과학

통합교육과정다섯가지유형을 수학과과학이연속적

으로 겹쳐지는 수학-과학 연속체 모델로 확장하였다.

Independent Math Balanced Science Independent
Math Focus Math & Science Focus Science

[Fig. 1] Continuum model of Huntley[7]

일반적인 교과 간 통합 유형의 분류는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였는데, Ingram[8]은 교과간의 통합 유형을 지식

의 성격에 따라 구조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나누었

다. 구조적 통합은 지식을 교육내용을 조직할 때에 핵심

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 지식의 독립적 구조를 인정하는

지 전면 재조정하는지에 따라 양적 통합과 질적 통합으

로 구분하였다. 기능적 통합은 지식을 교육내용 조직 및

통합적 경험 제공의 수단으로 하는 통합 방법으로서, 학

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강조한 내적 통합과 사회문제의

인식과해결력을강조하는외적통합으로구분된다(김대

현 외[9]에서 재인용).

Drake[10]는 통합 단원을 개발할 때에 개별학문의 성

격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

합, 탈학문적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다학문적 통합은 동

일한 주제를 각 학문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다루면서 한

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고, 간학문적

통합은 공통인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내용들을 조

직하는것이다. 따라서개별학문들간의경계를구분짓

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탈학문적 통합은 개인적 관심

이나 주요한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학문과 비학문적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김대현 외[9]에서 재인용).

2.2 국내 연구 현황
수학과 과학의 융합자료는 김미정[11], 신은주[12] 등

에서볼수있는데, 김미정[11]은 중등학교에서의수학이

과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서 지

도 순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수학과 과학의

통합으로 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고 하였다. 또, 신은주[12]는 수학과 과학의 간학문적 교

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이것을 실제 수업 시간이나 재

량활동 시간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학과연계된수학소재에대한연구에서안계성[13]

은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현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

하거나예측할수있는능력을기르기위해서는과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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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연계한단원, 특히함수단원의지도가매우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 김정화[14]는 중학교 수학 교과에서

소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학은 물리이고, 과학을 배

우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수학 영역은

문자의 변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였다.

한편, 서보억 외[15]는 과학의 전 영역에서 수학 내용

이넓게활용되고있으나수학학습과과학학습에서어

느것을먼저배워야하는지의순서관계가분명하지않

음을발견하였다. 수학을먼저학습하는경우, 그학습내

용을다시재확인해가면서과학을학습할수있도록학

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수학과의 통합 교

과 연구는 과학과의 통합에 치중되어 있다.

3. 수학과 사회 통합 교수-학습자료
이 장에서는 박혜숙 외[4]에서 개발한 고등학교 수학

과 사회의 교수-학습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3.1 교수-학습자료 개발 
박혜숙 외[4]에서는 수학과 사회의 통합 유형으로

Huntley의 ‘수학-과학 연속체’ 모형을 참고하여 ‘수학을

위한 수학’, ‘사회를 사용한 수학’, ‘수학과 사회’, ‘수학을

사용한사회’, ‘사회를위한사회’ 다섯가지중에서 ‘사회

를 사용한 수학’과 ‘수학과 사회’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중에서사회교과의문제해결을위해수학을활용하

는유형인 ‘수학을사용한사회’는수학교과보다는사회

교과를중심으로개발할유형이므로수학교과의연구에

서는제외하였고두교과의통합이라고할수없는 ‘수학

을 위한 수학’과 ‘사회를 위한 사회’도 논외로 하였다.

이때, 수학 내용을전개하면서사회과목의소재를활

용하는유형인 ‘사회를사용한수학’을 ‘수학중심형’이라

부르기로 하였고 수학과 사회를 같은 정도로 통합한 유

형인 ‘수학과사회’를 ‘수학과사회통합형’이라부르기로

하였다. 즉, 박혜숙 외[4]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는

‘수학 중심형’과 ‘수학과 사회 통합형’의 두 유형으로, 고

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수학과 사회 통합 교수-학습자

료로 개발하기 위한 주제는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수학과 사회 교과간 통합,

연계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10개를 선정하

였다(괄호 속은 관련 수학 내용).

Ÿ 금융 생활과 수열(등차수열과 등비수열)

Ÿ 수요ㆍ공급의 탄력성과 미분계수(도함수)

Ÿ 지니 계수와 정적분(정적분)

Ÿ 조건부확률과 세상의 이해(조건부확률)

Ÿ 확률과 통계로 보는 성 불평등(독립사건)

Ÿ 지진 규모와 상용로그(상용로그)

Ÿ GPS와 공간좌표(공간좌표)

Ÿ 태풍의 진로와 벡터(벡터)

Ÿ 구장산술과 수열의 합(수열의 합)

Ÿ 구장산술과 연립방정식(여러 가지 방정식)

한편 박혜숙 외[5]에서는 중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통

합학습자료로서다음과같이 11개를선정한바있다(괄

호 속은 관련 수학 내용).

Ÿ 시차와 정수(정수의 개념)

Ÿ 기온과 유리수(유리수의 개념)

Ÿ 지구온난화와 연립일차방정식(연립일차방정식)

Ÿ 우리 동네의 위치와 좌표평면(함수)

Ÿ 세계 여러 나라의 시간과   의 그래프(함수)

Ÿ 가격의 결정과 일차함수의 그래프(함수)

Ÿ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도수분포의 그래프(도수분포표

와 그래프)

Ÿ 수원 화성과 삼각형의 내심(평면도형의 성질)

Ÿ 수원 화성과 삼각형의 외심(평면도형의 성질)

Ÿ 인류 문명의 탄생과 피타고라스 정리(피타고라스 정리)

Ÿ 석굴암과 무리수(무리수의 계산)

3.2 교수-학습자료의 구성 
개발한자료각각의첫장에는자료의특성이쉽게드

러나도록 한 쪽 분량의 요약표를 제시하였는데, 요약표

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공통 기술 내용>
- 요약표는 ‘수업의개요’와 ‘수업의흐름’의두부분으

로 구성한다.

- ‘수업의 개요’에는 수업 대상 학생,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소요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적는다.

-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서술을 적는다.

- 지도상의 유의점에는 단원 간의 계열성을 적고, 수

업 진행상의 유의점을 적는다.

- ‘수업의 흐름’은 도입, 전개, 정리의 세 부분으로 나

누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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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사회 통합형’인 경우>
-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단원 간의 계

열성 등을 수학과 사회의 두 가지 모두를 적는다.

- 지도상의유의점에는 co-teaching을염두에두어사

회선생님 및 수학선생님의 역할을 각각 제시한다.

- ‘수업의흐름’에서는사회및수학의흐름을각각나

누어 적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고, 교사의 역할도 알 수 있도록 한다.

Outline of class

Student High school student

Learning topics
Social Economic growth and life

Math Utilization of definite integral

Learning
Objectives

Social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Math The area between the two curves can be calculated
using the definite integral.

Teaching method
Teacher Collaborative class (one in each of social (economics)department and mathematics teacher)

Student Group learning

Time 100 minutes

Remarks on
teaching guidance

1. Sequence between units

Learned before In This
Section

What to learn
next

Social Cultural change andKorean culture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Solving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Math
Basic theorem of
calculus and the
definite integral

Area of shape Speed and
distance

2. The introduction and final part of the class is carried out by
social studies teacher

3. In the development of class, contents of society and
mathematics are carried out by the teacher of each subject.

Flow of class

Step Social studies Mathematics

Intro
Introduction Will the quality of life increase if the economy grows?

Introduction
of topics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

Devel
ope

Inquiry
activity Draw a Lorenz curve

Content
learning Find the area between two curves

Inquiry
activity Gini coefficient

Content
learning Calculating the Gini coefficient

Final
Topic
summary

Income inequality and quality
of life

Evaluation Evaluation

<Table 1> Example of summary table of ‘mathematical 
social integration type’[4]

<‘수학 중심형’인 경우>
- 학습 주제 칸에 수학은 해당 주제를 적고, 사회는

‘관련 주제’를 적는다.

- 학습목표, 단원간의계열성등에는수학만적는다.

- ‘수업의흐름’에서는수학의흐름을적고, 사회는다

만 사용한 보조 자료의 주제를 적어서 수업의 흐름

을 알도록 한다.

Outline of class

Student High school student

Learning topics
Social Korean arithmetic in history

Math Various equations

Learning Objectives
Social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arithmetic ofancient ancestors.

Math Various equations and inequalities can be solved.

Teaching method
Teacher Math teacher 1 person(Math focus class)

Student Group learning

Time 100 minutes

Remarks on
teaching guidance

1. Sequence between units

Learned before In This
Section What to learn next

Math System of
equations

Various
equations

Application of various
equations

2.We will learn about the industrial studies of our ancestors and
see the relevance of mathematics and history subjects.

Flow of class

Step Social studies Mathematics

Intro
Introduction Arithmetic in the Joseon Dynasty

Introduction
of topics

Contents of the Joseon
Dynasty arithmetic book

Develo
pe

Inquiry
activity

System of equations in the
N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Content
learning

System of linear equation with
three unknowns

Inquiry
activity

Quadratic equations in the
‘gu-iljib’

Content
learning

Syatem of quadratic equation
with two unknowns

Final
Topic
summary

Arithmetic in the Joseon
Dynasty Various equations

Evaluation Evaluation

<Table 2> Example of summary table of ‘mathematics 
focus type’[4]

교사용 자료는 학생용 자료에 지도상의 유의점과 참

고자료등을상자로표시하여담았다. 특히, 해당내용을

어느 교과 교사가 진행할지를 표시하였고, 수학과 교사

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회과

내용을 참고 자료로 교사용 자료에 추가로 실었다.

학생용 자료에는 다음 <Table 3>과 같이 제목, 학습

목표, 시작하는 글, 탐구 활동, 설명 글, 예제, 문제, 형성

평가를 포함하였다. 또한 시작하는 글에서 문제까지는

내용에 따라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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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ents Remarks

title Title of the topic

Learning
Objectives

The goal of the integrated class is divided into
social studies and mathematics

Opening Introduction

repeat

Inquiry
activity

Contents of social studies and mathematics are
integrated or separated

Explanation Description

Example If necessary

Problem Problems in social studies or mathematics

Evaluation More than one social and math problem

<Table 3> Composition of materials for student

3.3 교수-학습자료 시범 적용 
박혜숙 외[4]에서는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의 현장 적

합성을 높이고 자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을 알아

보기위해충북소재 5개 고등학교의학생 100여명을대

상으로 실험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 교과 학습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4>.

Item
It really
is

Yes
Is

average

Not
like
that

Not at
all.

I learned more about math
concepts and content through
this lesson.

25.0 56.7 14.4 3.8 0.0

Through this lesson, I came to
understand social concepts
and contents more deeply

25.0 42.3 26.9 5.8 0.0

Through this lesson I became
better abl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s and society.

31.7 38.5 27.9 1.9 0.0

I learned better about
mathematics through this
lesson.

32.0 46.6 17.5 3.9 0.0

I became more interested in
mathematics through this
lesson.

29.8 35.6 24.0 9.6 1.0

I had difficulty in this lesson. 13.2 25.5 36.8 20.8 3.8

I enjoyed this lesson. 24.0 50.0 24.0 1.9 0.0

<Table 4> Result of survey response

학생의응답결과를보면통합교과수업의효과를묻

는 설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모두 65%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소감을 보면 ‘신선하다.’,

‘재미있고흥미롭다.’, ‘지루하지않고집중이된다.’, ‘문과

과목과이과과목이합해져있어서신기하다.’ 등의반응

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

질수있는주제로수학을이끌어나가기때문에학생의

집중도가올라가지만마무리단계에서는문제풀이의어

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하였다.

통합 교과 수업이 어렵다는 응답의 비율이 38.7%로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 2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관련된교사의응답을보면정형화된수학문제를주

로 학습하던 학생들이 사회 교과에 활용된 수학 문제를

어려워한다고 하며, 타 교과에 활용되는 수학 문제를 수

학 교과서에서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4. 사회 외의 교과와 수학의 통합 
학습자료

수학과 타 교과와의 통합 학습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

들은여러가지가있으나, 여기에서는교수및현장교사

를포함한다수의인원이참여하여약 2년간학교급별로

10개씩의학습자료를개발하고현장에적용한결과를서

술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보고서에 초점을 맞추어

서 수학과 과학, 수학과 예술, 수학과 체육, 수학과 국어

의 학습 자료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수학과 과학 통합 학습자료 
수학과 과학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교과

서의 예시나 도입 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박영희외[16]에서는고등학교수학과과학의통합학

습자료를 개발하였는데, 관련된 과학 분야는 물리 2개,

화학 2개, 생명과학 2개, 지구과학 1개, 기술⋅가정 1개이

고,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괄호속은관련수학내용).

Ÿ 다인자 유전에서 형질이 나타나는 확률(이항정리, 독립

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Ÿ 대를 거듭하면 우성만 남게되는가?(조건부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Ÿ 종이비행기의다양한접기에대한날아가는거리(표본평

균의 분포와 모평균의 추정)

Ÿ 아르키메데스의 왕관 탐구(식의 계산, 연립방정식 풀이)

Ÿ 굴렁쇠의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의 방정식(평면곡선, 매개

변수 방정식과 미분 적분)

Ÿ 소음의 크기를 로그 값으로 비교하기(지수와 로그, 상용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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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자오비탈에존재하는전자의수의합구하기(합의 기

호와 여러 가지 수열의 합)

Ÿ 핵 분열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함수로 나타내기(지

수 함수와 그래프)

Ÿ 태양계의 모형에 적용된 로그(지수와 로그)

Ÿ 삼각함수배각공식을이용한두파동의중첩현상설명

(삼각함수)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 자료에서 우선 배경 상황을 제시하고,

탐구문제, 탐구에필요한수학학습, 탐구문제해결, 과학

적 의미 고찰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한편, 송상헌 외[17]에서는 중학교 수학과 과학의 통

합 학습자료 10개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의 특장점은

개발한 자료를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

업을 적용하는 학생이나 학습 유형, 활용하는 분량 등을

지도 교사가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다.

우선, 자료에서는활동전개내용이나시간배분을변

형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제별 자료는 여러 개

의 소주제 모듈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총 2～3차시 분량

으로 개발된 자료를 한 번에 하거나 2～3번으로 나누어

전개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자료에 포함된 심화

자료는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 학급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거나 내용을 재구성하여 방과 후나 영재 학급에

서도사용가능하도록하였다. 그외에학습유형을달리

하여개발자료를재구성할수도있다. 예를들어, 교사가

설명학습을위한자료로사용할수도있고, 학생들의토

론식수업을위한자료로도사용할수도있다. 한편, 개발

자료의일부인읽기자료나동영상자료를정규수업시

간에 활용하거나, 소주제 모듈을 발췌하여 방과후 수업

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학과 과학의 경우는 가장 관련이 많아서 통합자료

를제시하기는상대적으로수월하지만배우는학년이서

로 달라서 어느 수준에서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우리나라처럼획일적인교육과정하에서교육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 제정 시에 관련 교과간의 협

의를 통하여 배우는 단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4.2 수학과 예술 통합 학습자료
박종률외[18]에서는고등학교에서활용할수있는음

악과 수학 및 미술과 수학의 통합 학습자료를 개발하였

는데, 자료의개발방향으로는교육과정을크게벗어나지

않는범위에서, ‘예술적요소’와 ‘수학적요소’를자연스럽

게 조화시키며,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그 결과다음과같은자료를개발하였다(괄호속

은 관련 수학 내용).

Ÿ Escher의 작품과 원반 타일링(도형의 방정식, 삼각함수,

일차변환)

Ÿ 종이접기와 수학(수와 식, 함수, 방정식과 부등식)

Ÿ 투시원근법과 소실점을이용한 사영평면 탐구(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벡터와 행렬, 일차변환)

Ÿ 정오각형과 정칠각형의 유사비주기 타일링 구성(수열,

일차변환)

Ÿ 폴리노미오그래피를 이용하여 다항식을 그리기(방정식

과 부등식, 다항함수의 미분법)

Ÿ 프랙탈 탐구하기(도형의 방정식, 일차변환)

Ÿ 로그를 이용한 유리수 음계 비교(도형의 방정식, 지수와

로그함수)

Ÿ 음악과 미술속의 변환(도형의 방정식, 함수)

Ÿ 현대음악과 수학(지수와 로그함수, 수학적 귀납법)

Ÿ 소리의합을삼각함수로나타내기(삼각함수의뜻과

그래프)

한편, 박형주[19]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1학

년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통합교과는 문화예술 관련이

46.3%로가장빈도가높고, 기술공학관련이 28.6%, 자연

과학 관련이 16%, 그리고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관련이

가장 낮아서 각각 5%와 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 관련 내용이 소재로서는 자주 사

용되고 있지만, 박종률 외[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

순히내용의도입이아니라그안에서직접관련수학을

뽑아내어 수업에서의 하나의 활동으로 기획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종률 외[18]에서 개발한 자료들은 미술 및 음악과

관련된내용에서수학과의연결을찾아학습자료로개발

한 것인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종이접기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

었다. 그러나 난이도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보다는

방과후활동이나동아리활동에적합한형태가많이있다.

따라서 수학과 예술의 통합 학습자료의 개발을 위해

서는 기 개발된 내용을 단순화하여 보다 교육과정에 맞

게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학습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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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필요가 있다.

4.3 수학과 체육 통합 학습자료
전재복외[20]가 고등학교용으로개발한수학과체육

의통합학습자료는 ‘인간’과관련된역학적, 기능적내용

과, 인간이만든 ‘경기’와 관련된규칙, 전술, 경기장등의

내용, 그리고 그 경기의 ‘기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학

적요소를찾아내어자료화한것으로, 그 결과는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관련 수학 내용).

Ÿ 전략줄다리기(경우의 수)

Ÿ 45도의 비밀(삼각함수)

Ÿ 런닝맨(대수)

Ÿ 류현진과 추신수(통계)

Ÿ 수학과 체육을 융합한 수리논술 토론수업(해석)

Ÿ 프레지를 이용한 수학과 체육 스토리텔링(확률)

Ÿ 내가 만드는 Stage(순열과 조합)

Ÿ 마지막 계단(수열과 수열의 극한)

Ÿ 빛보다 빠르게!! Sport Stacking(수열)

Ÿ 김연아와 함께 하는 수학시간(이차방정식, 삼각함수)

체육과 수학의 연계 자료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

진표, 경우의수, 확률, 경기 결과의기록등과관련된것

이라 할수있다. 전재복 외[20]의 개발자료역시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몸으로 표현하는 체육활동

과경기에서사용되는단위, 경기속에포함된기하적요

소들을 포함한 자료를 사용하여 수학과 관련지었다.

특히전재복외[20]에서는 Fogarty[21]의 통합 유형의

형태인거미줄형, 공유형, 실로꿴형, 병렬형, 통합형에맞

추어각각개발하였다. 또한, 체육과관련한단순한문제

풀이가아니라토론활동및읽기자료로활용될수있도

록제시하고있다. 그러나다소무리한연결도있으며, 교

육과정의 범위와 맞지 않는 자료도 있었다.

요즈음각급학교에서체육이강조되고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체육활동 및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수학과체육의관련성을보여주는학습자료를많이

개발하여 수학의 실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

다. 다만, 자료의개발시에는각교육과정에적합한자연

스러운 소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4.4 수학과 국어 통합 학습자료 
수학과 국어의 통합 학습자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

아볼 수 없는데, 황선욱 외[22]는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에서 활용 가능한 10개의 통합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괄호 속은 관련 수학 내용).

Ÿ 좌표공간과 어휘의 의미관계(기하와 벡터)

Ÿ 수학적 무한과 문학적 상상력(미적분 I)

Ÿ 수학 소설과 글쓰기(기하와 벡터)

Ÿ 수열과 문장 구조(수학 II)

Ÿ 적분과 소득불평등(미적분 I)

Ÿ 증명과 논증(수학 II)

Ÿ 진법과 음양의 원리(수학 I)

Ÿ 색 이름의 수학적 탐구(수학 I)

Ÿ 집합과 품사(수학 II)

Ÿ 통계와 비판적 글 읽기(확률과 통계)

국어와 수학의 통합 자료는 양주동의 수필 ‘몇 어찌’

및 Edwin A. Abbott가 지은수학소설인 ‘Flatland’를 소

재로중학교 1학년기하와연결하거나 Jonathan Swift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중학교 2학년 기하에서 닮음과

연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이외의 자료는 찾아보기 어

렵다.

그러나 수학에서도 의사소통이 강조되며, 수학은 ‘과

학의 언어’라 불리는 만큼 수학과 국어의 연관성은 깊다

고할수있다. 황선욱외[22]의 연구에서는이와같은점

을 중요시 여겨서 수학은 ‘과학적 의사소통의 언어’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에 초점을 맞추고, ‘수학으로 문학작품의 독해 돕기’, ‘수

학으로문장성분을분석하기’, ‘수학적인글쓰기’의세유

형의 통합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들은 새로운

관점에서시도한것들이많아서다소생소할지모르지만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수학의 ‘언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수학은 국어, 영어와 함께 초중등교육의 근간을 이루

는 기본 교과목이다. 특히 수학 교과는 논리적 사고력과

추리력을기르는도구과목이기때문에세계각국에서는

수학교육을통해우수한인재를양성하고자국가적차원

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수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허브 학문으로서 그

유용성은과학뿐만아니라금융, 경제, 사회등다양한분

야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학적 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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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치 못하여 허브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못하고타분야와의융합을경험할수있는교수

-학습자료도 많지 않다.

타 교과의 경우는 요즘 화두가 되는 증강현실이나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등과관련된통합자료를개발하거나

[23, 24, 25],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26, 27], 수학 교과의경우도이와관련된연구가있겠지

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통합교

수-학습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수학과 타 교과 통합 교수-학습의 유

형과국내외통합교육사례그리고수학과사회의통합

학습자료의개발에대하여알아보았으며, 문헌연구를통

하여과학, 예술, 체육, 국어와의통합학습자료의개발도

알아보았다.

이러한통합교수-학습자료개발은다음의몇가지측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학과 타 교과 사이의 통합 교수-학습을 통하

여 타학문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

등을 탐색⋅이해하여 수학의 유용성과 실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둘째, 수학과 타 교과 사이의 통합 교수-학습을 통하

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태도를 제고하

고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다.

셋째, 통합적인시각을기르고실생활에서의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통합 교수-학습 및 자료 개발을

위한 모델을 탐색한다.

넷째, 수학과 타 교과 사이의 통합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자료의다양화및이에따른새로운교수-학습의실

현에 이바지한다.

한편, 이러한 통합 학습자료의 개발시에는 수학과 연

계된 각 교과의 특성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앞의 4장에

서언급한바와같이각학교급에서의해당개발자료의

적용시기나실제수업에서의적용가능성여부도면밀히

점검해 보아서 개발한 자료가 단순히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자료로 수정⋅보완을 거듭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연구를토대로보다풍부하고다양한교과간

통합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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