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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연구의목적은사회정의주제를중심으로수학과도덕을통합한통합교수모델을개발하고통합교수모델을적용한수업이

학생들에게주는효과를알아보는것이다. 통합교수모델을개발하기위해 2015 개정수학교육과과 3~4학년군, 5~6학년군수학

교과서, 2015 개정도덕교육과정에대한문헌연구를실시하여수학과도덕교과에사회정의소재가얼마나,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선 교과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과 도덕, 사회정의를 3개의 축으로 하여 융합모형 틀과

사회정의를위한수학과도덕의통합교수모델을구안하였다. 통합교수모델의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수학과도덕의통합수업

이학생들의수학에대한정의적측면과사회적의식, 창의적사고력및비판적사고력에어떤영향을주는지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tegrated teaching model that integrates mathematics and ethics

with social justice theme centric approach.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the investigator conducted literature

studies on th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2015 revised mathematics 3rd to 6th grade textbooks, and the

2015 revised ethics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mathematics and ethics integrated model for

social justice was devised by using the three axes of mathematics subject, ethics subject, and social justice. The

integrated class of mathematics and ethics for social justice consists of the steps of problem recognition (ME 1),

analysis (ME 2), discussion (ME 3), inquiry and practice (ME 4), and it can be implemented in a total of 27

ways.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model, two classes of sixth grade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class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tegrated class of mathematics and ethics can

be used as a tool to improve the value perception of mathematics, However, it should be conducted with full

consideration of students' mathematical tendencies in advance. Also, it can improve students' social consciousness.

However, practice and experience-oriented classes are effective to overcome ‘reserved agency’ problem. Finally, it

can improve students' perception of integrated classes and their creative thinking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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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수학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

로 인정받기 위한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Ambrosio, 1990; Moses & Cobb, 2001; Stinson,

2004). NCTM(1989)에서는 수학을 할 줄 아는 능력이 급

변하는 미래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

였다. 현대 사회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

으며, 모두가 공평한 수학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은 학교

교육의 필수조건으로 작용한다. 즉, 수학은 하나의 학문이

기 이전에 사회적 평등을 위한 하나의 권리이다(Moses

& Cobb, 2001).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수학은 권리 이전

에 학습 능력을 구분짓는 잣대로 사용된다. 수학은 학생

들을 계급화하여 엘리트들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진다. 수

학을 교육받는 것을 ‘시민의 권리’이자 ‘공정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개개인 모두가 의미있게 수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수학(mathematics of all)’이 이루어져야

한다(Mukhopadhyay & Greer, 2004). 이러한 ‘모두의 수

학(mathematics of all)’으로 수학을 공평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수학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움직임이 바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다.

국내에서는 Kwon, Park, Oh(2013)의 연구로 본격적으

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 다루어지면서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

적 차원에서 교과 간 통합의 시도는 아직 미미하다. 교과

간 교육과정 통합은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이후 단

절되어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에서 교과 간 교육과정 통

합은 찾기 힘들다. 또한, 오국환(2014), 김주숙(2015) 등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수학 교과의 큰 틀

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단위 교과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

을 통해 접근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교육은 교과 분과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수업 자체는 수학교과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 통합이 필요

하다.

한편, 교육과정 통합은 사회문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

의 교육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Beane(1995)에 따르면

교육과정 통합의 핵심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고 각 학문의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지식

의 연결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통합교육과 사

회정의 교육은 서로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사회문제

에 접근했을 때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본질에 어

긋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수학 교과와 통합가능한 여러 가지 교과 중에서도 도

덕 교육과정의 방향과 이를 구성하는 핵심가치 덕목은

사회정의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Kim(2019)에

따르면, 도덕 교과는 타 교과와 달리 인지적 측면의 능력

만 강조되지 않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합에 있어서 적합한

교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이 도덕적인 인간임과 동시에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점에

서(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a) 사회정의의 맥락

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그러나, 수학과 도덕의 통합에 대

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수학

교과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정의 교육을 위한 수학과 도

덕의 통합교수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통합을 기반으로 사회정

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초학문적 융합 형

태의 수학과 도덕의 통합교수모델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란 사회정의 주제에 대해

수학을 통해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이다(Gutstein, 2003).

이러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비판적 수학교육’에

서 비롯되었다. ‘비판적 수학’이란 권력과 지배의 이슈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확하게 인정

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용하며, 특히 소외 집

단의 관점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 및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교육과

정을 구축하는 수학을 말한다(Gutierrez, 2007). 본 연구에

서는 Freire(1970)의 정의에 따라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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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수학을 활용하여 사회의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도

록 하는 수학교육’이라고 보았다.

Freire(1970)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서는 실존

적 의미가 강조된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는 생

성적 주제(Generative themes)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Gustein(2003)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두 가지

의 교육학적 목적을 시사했는데, 두 가지 목표는 아래

[Table 1]과 같다.

Social justice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Development of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Read the world using

mathematics

Development of Agency
Development of

mathematical power

Development of positive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Change in mathematical

disposition

[Table 1] The pedagogical objectives of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Gustein, 2003)

Gutstein(2006)에 따르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은 ‘억

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역할을 한다. 비판적 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학을 이해하는 것의 최종

결과물은 동등한 학문적 수행이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구조화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들은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을 통해 그저 불공정한 현존

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더 정의

롭게 만들 수 있는 비판적 관찰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kovosmose(1985)는 비판적 교육(CE)을 실행하는 방

법으로 주제화(thematization)와 프로젝트 교육(project

organization)을 주장했다. 주제화, 즉 주제 중심 접근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더욱 장기간에 걸쳐 탐구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교과 간 경계를 허물고 수업

을 통합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젝트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문제를 설정하여 프로젝트 그룹별

로 문제를 탐구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2. 교육과정 통합

1) 교육과정 통합의 의미

교육과정 통합에 대해 Dewey(1902)는 학생들의 경험

을 기반으로 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교과가 분리되어 가르쳐지는 학교의 교과교육을 비

판하였다. Kang(2008)에 따르면 교육과정 통합은 아동 개

인이 겪는 통합적 경험의 적절성과 유의미성을 중시한다.

이것은 학교의 기능 중 하나인 개인의 교육적 발달 촉진

으로 이어진다(Ingram, 1995). 또한, 교육과정 통합은 교

육과정이 삶과 관련된 문제, 주제, 관심사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기 때문에(Beane, 1995),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통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4

차 교육과정에서부터였으며 몇 개 교과를 시간상으로 묶

는 다학문적 통합이 이루어지다가 이후 5차 교육과정에

서 초등 1~2학년의 교육과정 통합이 개발되고 통합교과

서도 함께 개발되었다. 2007 개정 초등 통합교과서 교과

용 도서는 국가 수준의 간학문적 접근에 학교 수준의 탈

학문적 접근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Kang,

2008). 이후 교육부가 2013년부터 ‘문·이과 통합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교과 간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각 교과의 내용 체계

표를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도 같은 형식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체계화하

였다.

Ingram(1995)은 교과 분과적 접근과 차별화되는 통합

적 접근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교과 분과적 접근은 교과

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이 중심이 되므로 정지된 지식

을 학습하지만, 통합적 접근은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변화하는 지식을 학습한다(Ingram, 1995).

이는 지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앎과 지식은 일상생활의 현실 속에서 존재

할 때 의미를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되고

만다. 분과적 성향이 강조되면 특정 학문의 지식습득 방

식이나 경험의 양식이 그 학문 고유의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으며 앎이나 경험이 학문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습

득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된 지식영역

들을 교육과정 통합의 맥락에서 결합하는 것이 이러한

분과적 성향을 중화하는 방법이다. N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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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sbury(2019)에 의하면 교육과정 통합은 학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형

성시키므로 기억에도 오래 남으며 일반적인 교육목표를

충분히 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Ackerman(1989)은 통합의 유효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첫째는 통합 개념이 교과 내에서 유효한가이

다. 통합수업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이 각 교과 내

에서 의미를 지니는지 고려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

리 통합수업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각 학문으로써 의미

가 없다면 통합수업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

째는 교과를 위한 유효성이다.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가르

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교과를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유익해야 한다. 즉, 통합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통합수업이여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는 교과를 넘어

선 유효성이다. 교과분과적 접근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외에 상위인지의 추가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과정 통합의 방식

통합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본 연구와 밀접

하게 관계된 간학문적 통합과 초학문적 융합에 대해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학문적 접근은 학문 영역 내에서 하위 교과들을 통

합하는 접근 방식이다. Good(1973)에 따르면 간학문적 교

육과정이란 응결핵이 되는 지식에 교육과정의 다양한 조

각들을 가져와 여러 과목을 오가는 교육과정 조직이다.

교사들은 교과를 넘어서 공통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간학문적 접근에서는 지식이 공통

된 개념과 기술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교사는 학생

들에게 다른 하위 교과들 사이의 관련성과 실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

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지식이 가르쳐진다. 이 때

교사의 역할은 학습의 촉진자이자 전문가이며 다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 지식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Drake &

Burns, 2004).

초학문적 접근은 현실 세계의 맥락으로부터 학생, 교

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필요에 의해 학습 내용이 정해

지는 통합방식이다(Drake & Burns, 2004). 초학문적 융합

수업은 실생활 맥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삶과의 연관성

이 높고, 단순한 지식습득이 아닌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문제중심학습이다. 또한, 실제 습득된 지식의 실천 및 행

동을 강조하며, 학습자에게 지식을 구성하는 질문자나 연

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과의 경계를 넘어 여러

지식을 통합하여 사고하게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김영은,

2019).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과정에서도 초

학문적 접근에서 학생이 맡은 역할, 즉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초학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초학문적 융합을 이끄는 것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negotiating the curriculum)

이다. 초학문적 융합에서는 교육과정의 기초가 학생들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관심 영역에 맞추어 교육과

정이 구성된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수립의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교육과정, 교수 방법, 평가를 개발해나가는 것이

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탐구할 질문들을

생성하도록 돕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와 자원들

을 제공하는 공동계획자이자, 공동학습자이며, 전문가의

역할을 맡는다.

간학문적 통합수업과 초학문적 융합수업의 가장 큰 차

이점은 학문의 경계에 있다. 전자는 학문의 경계를 완전

히 허물지 않으면서 두 학문이나 교과를 연결 짓는 시도

인 반면, 후자는 학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면서 새로운

교육을 제안하는 시도이다.

3.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과 도덕의 통합(Mathetics)

‘Mathethics’란 사회정의 주제를 중심으로 수학과 도덕

을 통합한 학문의 형태를 의미한다(Lee, 2020). 이는 수학

과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과정을 간학문적으로 통합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Mathethics’는 사회정의 주제

에 대한 주제중심접근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학문적 융합’을 지향한다. ‘Mathethics’ 수업

은 실제 삶 맥락에 기반을 둔 사회문제를 다루며 수업

과정과 결과에서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강조하는 학생

중심 수업이다. 학생들은 수업 과정에서 수학교육과 도덕

교육의 목표를 모두 달성함은 물론 주체적이고 비판적으

로 사고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시민이 된다. [Fig.

1]은 사회정의를 위한 Mathethics 접근방식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간학문적 통합교육과정’의 의미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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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Subject

of social justice

Social

Issues

Living healthy ● ● ● ●

Aging,

Low birth,

Population

change

● ● ●

Technological

development,

Using robots

● ● ● ●

Globalization,

Multiculturalism
● ● ● ●

Information-orie

nted society
●

Economy

Education

Consumer

rationality
● ● ●

Savings,

Expenditure
●

Optimization,

Maximum profit,

Minimum

distance

● ● ● ● ● ●

Democratic

Education

Elections and

Voting
● ● ● ●

Fair

distribution
● ● ● ● ● ●

Character

Education

Sharing,

Service for the

underprivileged

● ● ● ●

Consideration

for others
● ●

Safety

Education

Safety

accident

prevention

● ● ●

Environm

-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 ●

Environmental

conservation
● ● ● ●

Career

Education

Desired job ● ●

Job experience ●

[Table 2] Results of analysis of mathematics textbooks

related to social justice subject by grade

정의 범위 내에서, 즉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과 도덕 교과

의 성취기준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정의 주제’를 적용하여 주제

중심접근으로 풀어냈을 때 수학과 도덕 교과의 범위를

벗어나 교과의 성격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비로

소 ‘간학문적 통합’에서 ‘초학문적 융합’으로 나아갈 수 있

는 것이다.

[Fig. 1] Mathematics Approach for Social Justice

Mathethics 접근방식에서는 간학문적 교육과정을 기반

으로 수학과 도덕 교과의 내용이 통합되고 사회문제에

대한 주제중심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초학문적 접근이 가

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학문적 통합교육과정

을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초학문적 융합을 지향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과 도덕의 통합교수모델 개발

1) 교과서 분석

본 연구는 통합교수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5 개정

3-6학년 수학 교육과정(MOE, (2015a), 및 교과서와 도덕

교육과정(MOE, 2015b)을 분석하여 통합교수모델을 구성

하는 융합맥락, 요소, 단위 등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Lee(2019)가 제시한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분석틀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2015 개정 초등 수학 교과서에는 사회적 이슈, 경제 교

육과 민주 교육, 인성 교육과 환경 교육, 안전 교육과 진

로 교육 순으로 사회정의 소재가 반영되어 있었다. 하위 범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 교육의 ‘최적화, 최대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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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ubject

of social justice

Simple

Referring

Conceptu

alization

Reality

reflection
Cause Solution

Social

issues

Living healthy ● ●

Aging, Low birth,

Population change
● ● ●

Technological

development,

Using robots

●

Globalization,

Multiculturalism
● ●

Information-oriented

society
●

Economy

education

Consumer rationality ●

Savings, Expenditure ●

Optimization,

Maximum profit,

Minimum distance

● ●

Democratic

education

Elections and Voting ● ●

Fair distribution ●

Character

education

Sharing, Service for

the underprivileged
● ●

Consideration for

others
●

Safety

education

Safety

accident prevention
●

Environment

al educ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 ● ● ●

Environmental

conservation
● ● ● ● ●

Career

education

Desired job ●

Job experience ●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mathematics textbooks

related to social justice subject by descriptions

최소거리’와 민주 교육의 ‘공정한 분배’ 관련 소재가 3학

년부터 6학년까지 총 6권의 교과서에 등장하여 가장 많

이 반영되어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사회적 이슈의 ‘건강한

생활’, ‘기술 발달, 로봇의 사용’, ‘세계화, 다문화’, 민주 교

육의 ‘선거·투표’, 인성 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

사’, 환경 교육의 ‘환경 보존’의 소재가 총 4권의 교과서에

등장하여 두 번째로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서술방식은

‘단순 언급’, ‘실태’, ‘개념 및 일반화’와 ‘원인’, ‘개선방안’

순서대로 각 사회정의 소재 영역에 반영되어 있었다. 또

한, ‘개념 및 일반화’와 ‘실태’ 서술방식, ‘원인’과 ‘실태’ 서

술방식, ‘원인’과 ‘개선방안’ 서술방식, ‘실태’와 ‘개선방안’

서술방식, ‘개념 및 일반화’, ‘원인’, ‘실태’ 서술방식. ‘원

인’, ‘실태’, ‘개선방안’ 서술방식, ‘개념 및 일반화’, ‘원인’,

‘실태’, ‘개선방안’ 서술방식으로 서로 결합하여 사용되기

도 하였다.

[Table 3]은 사회정의 관련 소재 서술방식 분석틀에

따라 2015 개정 수학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유

진(2006)의 사회 불평등 현상 서술방식 분석표를 참고하

여 단순 언급, 개념 및 일반화, 실태, 원인,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 결과 모든 3~6학년 교과서에 사회정의 소

재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수학 내용과 융

합하여 다루지는 않고 있었다. 사회문제에 대하여 학생들

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할 기회가 수학수업에서 충

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술방식에서

도 단순언급 서술방식만이 모든 소재에 골고루 적용되어

있고 그 이외의 서술방식은 일부 소재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다. 수학 교과서 분석을 통해 현 교육과정 내에서 사

회정의를 위한 수학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충분

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활용

될 수 있는 통합교수모델 수립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정의 소재

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구성요소, 단계, 방식, 흐름을 가

진 통합교수모델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2) 수학과 도덕의 융합모형 틀 개발

본 연구에서는 Ackerman(1989)이 제시한 통합의 유효성

관점에 착안하여 통합교수모델을 개발하였다. 통합교수모델

을 개발한 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적용결과를

살펴본 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융합모형틀은 Kim(2011)의 STEAM큐빅모형과 Kim, Chung,

Woo, Lee(2012)의Ewha-STEAM융합모형을참고하여개발하였다

[Fig. 2]는 수학과 도덕의 융합모형 틀을 삼차원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융합모형의 틀은 [Fig.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학 교과, 도덕 교과, 사회정의의 3가

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 교과에서의 융합 단위는

개념 탐구(A1), 문제 분석(A2), 지식 창출(A3)이고 도덕

교과에서의 융합 단위는 인지적(B1), 정의적(B2), 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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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이며 사회정의에서의 융합 단위는 개인적 맥락(C1),

지역·사회적 맥락(C2), 세계·환경적 맥락(C3)이다.

[Fig. 2] The framework of an integration teaching

model between mathematics and ethics.

3) 수학과 도덕의 통합교수모델 개발

수학과 도덕의 융합모형 틀을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

는 Mathethics 수업은 총 27가지이다. [Table 4]는 수업

방식을 코드화해 나타낸 것이며 A1-B1-C1부터 A3-B3-C3

로 다양화될 수 있다.

Mathematics

Ethics Social

justice

Explore

concept

(A1)

Analyze

problem

(A2)

Create

knowledge

(A3)

Cognitive

(B1)

Personal

context

(C1)

A1-B1-C1

A1-B1-C2

A1-B1-C3

A2-B1-C1

A2-B1-C2

A2-B1-C3

A3-B1-C1

A3-B1-C2

A3-B1-C3

Affective

(B2)

Regional,

Social

context

(C2)

A1-B2-C1

A1-B2-C2

A1-B2-C3

A2-B2-C1

A2-B2-C2

A2-B2-C3

A3-B2-C1

A3-B2-C2

A3-B2-C3

Behavioral

(B3)

Universal,

Environmental

context

(C3)

A1-B3-C1

A1-B3-C2

A1-B3-C3

A2-B3-C1

A2-B3-C2

A2-B3-C3

A3-B3-C1

A3-B3-C2

A3-B3-C3

[Table 4] The subdivided teaching method in mathethics

class

수학 교과에서의 융합 단위는 개념 탐구(A1), 문제 분

석(A2), 지식 창출(A3)이다. 수학적 개념을 탐구하는 수

업이라면 A1,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는

수업이라면 A2, 현상에 대해 수학 문제를 직접 만들거나

수학적 지식을 생성해내는 수업이라면 A3에 해당한다.

도덕 교과에서의 융합 단위는 인지적(B1), 정의적(B2), 행

동적(B3)이다. B1은 도덕적 지식· 이해를 심화하거나 도

덕적 사고·판단력이나 합리적 의사 결정력에 초점을 맞춘

인지적 접근 중심의 수업이다. B2는 도덕적 감정·정서를

기르거나 도덕적 열정·의지를 기르는 정의적 접근 중심

수업이다. B3는 도덕적 행위 기능·능력을 기르고 도덕적

행동 성향을 습관화하는 행동적 접근 과정의 수업이다.

한 수업 내에서도 다양한 접근방식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수학 교과와 달리 도덕 교과의 융합 단위는 전

개되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학습의 위계성을

가진 수학과와 달리 도덕과의 본질은 인지적·정의적·행동

적 측면이 조화롭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

합 단위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정의

의 융합 단위는 개인적 맥락(C1), 지역·사회적 맥락(C2),

세계·환경적 맥락(C3)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도덕 내용체

계표의 구성과 사회과의 환경 확대법의 원리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학생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점차 적용 범

위가 확장된 사회정의 주제를 다루어 학습의 효과를 높

이고자 함이다.

[Fig. 3] An Integrated Teaching Model of Mathematics and

Ethics for Social Justice

[Fig. 3]은 융합모형 틀과 수업방식을 적용한 수학과



이예진, 박만구320

도덕의 통합교수모델이다. 통합교수모델의 흐름은 4단계

로 나뉜다. ME는 Mathethics의 약자를 나타낸 것이며,

단계를 숫자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본 교수모델에서 진

행되는 활동은 주요 활동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며, 수업

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ME 1)이다. 학생들이 본 학

습에서 주제가 되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지적 갈등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개인적 맥락(C1)의 문제라면 관련 경

험을 떠올리도록 하며 문제에 쉽게 다가가도록 할 수 있

고, C2와 C3 같은 경우 뉴스나 기사자료 등 현상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ME 2)이다. 개념 탐구(A1) 수업

의 경우 학생들이 아직 수학적 개념을 학습하기 전 단계

이므로 배웠던 수학 개념을 떠올리거나 배울 수학 개념

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

분석(A2)이나 지식 창출(A3) 수업의 경우 배운 수학 개

념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게 된다. 이때,

협력학습기법을 적용하여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

이다. 수업에 따라 수학적 원리의 형식화나 수학적 용어

와 기호에 대한 정의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토의(ME 3)이다. 자신의 입장을 발표

한 뒤 배운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방법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계

획을 수립하고 토의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다시 자신의 입장을 성찰해보

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교사는 중

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탐구 및 실천(ME 4)이다. 인지적 접근

(B1) 수업의 경우 문제에 담긴 도덕적 가치 덕목의 의미

에 대해서 탐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정의적 접근(B2)

수업의 경우 문제해결을 통해 느낀 도덕적 가치 덕목에

대한 심정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행동적 접근(B3) 수업의

경우 수립한 해결계획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습관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실천 범위

를 확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해 알리는

사회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과 도덕의 통합교수모델 적용

(1) Mathehics 수업 개발

본 연구에서는 현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시기가 일치해

무리 없이 수학과 도덕의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공정한 분배’ 소재를 중심으로 수학

6학년 2학기 ‘4.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과 도덕 6학년 2

학기 ‘4. 공정한 생활’,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단원을

실험 단원으로 설정하였다.

15차시의 수업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의 주제별 개요는

[Table 5]와 같다. 실험반은 통합수업을 15차시 동안 진

행하였고 비교반은 4단원과 6단원의 도덕수업과 수학 4

단원 도전수학 차시 이후의 3차시 수업을 합하여 15차시

동안 수학과 도덕수업을 따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학

생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평소에 관심있는 사회문

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수학교육

전문가 5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Table 6]은 7-8

차시 수업의 흐름을 짧게 활동별로 제시한 것이다. 활동

1에서는 ‘탄생 복권 긁기’가 이루어졌으며, 활동 2에서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활용하여 부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세계의 부를 재부분해보았고, 활동 3에서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책의 마지막 장을 완성해보는 과정

이 이루어졌다.

Lesson Subject of social justice
Teaching

Method

1 Divide the bread fairly A1-B1-C1

2
70th birthday party

disturbance
A2-B1-C1/ A1-B1-C1

3
Theory of spoon class

- Set the fair meal table
A2-B2-C2/ A1-B2-C2

4-5 The story of minimum wage A2-B1-C2, A2-B2-C2

6
Fair trade

- Chocolate made of tears.
A2-B2-C3, A2-B3-C3

7-8
What 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
A2-B1-C3, A2-B2-C3

9 Person on Person - Racism A2-B2-C3

10-11
Disposable Earth?

Cool Earth!
A2-B2-C3, A2-B3-C3

12-15 Group Project Activity A3-B3-C2, A3-B3-C3

[Table 5] Overview of the Mathethic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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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Activities

ME 1 Activity1 Scratching the birth lottery

ME 2,

ME 3
Activity2

Experience wealth inequality and

redistribute the world’s wealth

(using proportional distribution,

proportional formula)

ME 4 Activity3

Complete the last page of

‘What 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

[Table 6] Flow of 7-8th class

(2) 연구 참여자

Mathethics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J 초등학교의 6학년 2개 학급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반은 제 1 연구자가 도덕수

업을 맡고 있는 학급이며 남자 13명, 여자 12명으로 총

25명이다. 이 중 무성의 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23명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비교반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학교 6학년 학급 중 2개 학급에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학급 모두 측정 변수에 대한 동일 집단인 것을 확인

하였다. 이 중 교사 변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한 교사의 반을 비교반으로 선정하였다.

비교반은 남자 14명, 여자 11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하

였으나 2명이 결석하여 총 23명의 응답결과를 활용할 수

있었다. 비교반은 교과서 기반의 수학과 도덕 수업을 진

행했고 실험반은 통합교수모델기반의 수학과 도덕의 통

합수업을 진행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학 교육적 성취와 사회정의 교육적

성취는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통합 교육적 성취는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5차시의 수

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체 수업과 모둠별 토의 장면을 녹

화하여 전사하였고 학생들의 활동지, 사전 설문지 및 사

후 설문지, 프로젝트 결과물로 제작된 모둠별 수학

Newsletter, 모둠별 발표 PPT 및 영상자료, 수업 종료 후

작성한 소감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15차시의 수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7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결과를 한층 더 깊이 분석

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담은 통합 교수프로그램 종료 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 학생과 소감문 작성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4) 측정 변인

본 연구에서는 [Table 7]과 같이 7가지를 측정 변인으

로 선정하였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목표가 수학

교육, 사회정의 교육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2개

의 큰 범주를 선정하였다. Gustein,(2003)이 주장한 수학

교육의 목표인 ‘수학을 사용하여 세계를 읽기’를 통해 ‘수

학에 대한 가치 인식’을, ‘수학적 성향’의 변화라는 목표에

서 ‘수학적 성향’이라는 측정 변인을 선정하였고, 사회정

의 교육의 목표인 ‘사회정치적 의식’의 발달에서 착안하여

‘사회적 기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측정 변수를

설정하였다. 수학과 도덕의 통합이라는 본 연구의 특성

에 맞추어 통합 교육에 대한 범주를 추가하였는데, 하위

범주로는 Ackerman(1989)이 주장한 교과를 넘어선 유효

성에 해당하는 상위인지 결과물 3가지를 선정하였다. ‘교

과간의 연계성’, ‘창의적 사고력 및 비판적 사고력’, ‘통합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해당한다.

High rank Low rank Code

Mathematical

education

achievement

Perception of Value

in Mathematics
MV

Mathematical Disposition MD

Social justice

education

achievement

A Sense of Social

Contribution
SC

Social Responsibility SR

Integrated

education

achiev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Mathematics and

other subjects

CM

Creative thinking and

Critical thinking
CC

Positive awareness of

Integrated classes
PI

[Table 7] Measurement variable

(5) 측정 도구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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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S 초등학교 6학년 30명의 Cronbach a에 의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각각 .995, .936, .950,

.826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 후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 수학적 성향, 사회적 기여의

식, 사회적 책임감에서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

질성을 확인하였다. 통합수업 적용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에 동형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통계처리는 모두

I-STATistics 2.01을 통해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 결과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Table 7]에서 제시한 측정 변인에

맞게 수업 전사 자료, 심층 면담 자료, 서술형 설문지 및

소감문 등을 분석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수학 교육학적 성취

1)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에 미치는 효과

(1) 양적 분석

양적 분석을 위해 박만구(2018)가 개발한 ‘수학적 인식’

검사지를 미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전·사후 동형

으로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수학에 대한 가치인

식’ 실험반과 비교반의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 사전-사후

측정 결과사후 검사 결과를 I-STATistics 2.01로 독립표

본 t 검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한 비교반의 경우 수학

에 대한 가치인식 평균점수는 52.435점, Mathethics수업을

실시한 실험반의 경우 61.391점으로 실험반이 약 8.956점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2.6735, df=44, p=0.0105).

Pre/

Post
Group

Average

score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t P-value

Pre
Separated 50.043 13.907 23

-0.873 0.388
Integrated 53.217 10.527 23

Post
Separated 52.435 13.027 23

-2.673* 0.010
Integrated 61.391 9.404 23

* p < 0.05

[Table 8] Independent sample t-test about perception of

Value in Mathematics

(2) 질적 분석

설문지 분석과 수업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질적인 변

화과정을 파악하였다. 생활 속에서 수학을 활용했던 경험

에 대해 사전 설문한 결과 사칙연산 이외에는 수학을 사

용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던 반면, 통합수업을 적용한 후

학생들이 수학을 삶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제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경험한 후 학생들은 일상의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수학을 찾기 시작했고 삶과 수학을 연결해서 생

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개

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한 학생의 사후 설문지 자료이다. 수학을 공부

하는 이유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과 실

제 수학이 사용되는 예시를 서술한 것을 통해 수학에 대

한 가치인식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 Example (1) of students’ response for MV

[Fig. 5] Example (2) students’ response for MV

또한, 사후설문지에서 ‘수학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 모

두평균점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23명 전원 모두 그렇다고 응답

하였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수학적으로 설명해서 근

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정확한 수치를 공정

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등의 답변 결과로 사회문제

를 수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Fig. 5]와 같이 몇몇 학생들은 수학의 가치를 ‘평

등’, ‘공평’, ‘존중’, ‘공정’ 등의 가치 덕목과 연계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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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한 필수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

(1) 양적 분석

양적 분석을 위해 박만구(2018)에서 개발된 ‘수학적 성

향’ 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전·사후에서 동

형으로 실시하였다. ‘수학적 성향’의 사후 검사 결과를

I-STATistics 2.01로 독립표본 t 검증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Pre/

Post
Group

Average

score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t P-value

Pre
Separated 49.391 11.061 23

-0.281 0.780
Integrated 50.304 11.010 23

Post
Separated 53.348 8.632 23

-0.835 0.408
Integrated 56.130 13.451 23

[Table 9] Independent sample t-test about Mathematical

Disposition

비교반의 경우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 평균은 53.348점,

실험반의 경우 56.130점으로 실험반이 약 2.782점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통합수업을 통해 23명 중 17명

학생의 수학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7명의 수학

적 성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미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이 고착화된 학생들이 쉽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2) 질적 분석

수학적 성향의 질적 변화는 설문지 분석과 수업 관찰,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하였다. 수학적 성향이 향상

된 학생 중 일부는 수학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일부

학생은 수학 성적 향상의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다. 주제

중심 접근으로 통합수업을 진행하여 ‘사건을 수학으로 푸

는 느낌이 들어 흥미가 느껴졌다’는 답변도 있었다. [Fig.

6]의 답변 내용 중 ‘수학이 공부가 잘 되어 좋았다.’,‘수학

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다.’를 통해 수학학습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Example (1) of students’ response for MD

[Fig. 7] Example (2) of students’ response for MD

[Fig. 7]은 수학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수학

성적의 향상을 경험했던 학생의 설문 결과이다. 가은이와

의 면담 결과 통합수업을 할수록 수학이 쉽게 느껴지고

수학 성적도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다음 [심층 면담 장면 1]은 수학적 성향이 변화하지 않

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장면이다.

[심층 면담 장면 1]

- 수학적 성향이 변화하지 않은 학생

교사: 은아는이번수업을통해서혹시수학이더싫어졌어요?

은아: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수학을 안 좋아해요.

교사: 교과서랑 하는 거랑 비교해서는 어때? 교과서로 수업

할 때랑 이렇게 사회문제 가지고 도덕이랑 수업할 때,

솔직히 말해주세요.

은아: (머뭇거리며) 교과서요. 도덕수업으론 좋은데,,

교사: 그럼 어느 부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은아: 그냥 수학을 활용해야 되니까....

은아의 면담 결과 은아는 교과서 수업보다 통합수업이

수학을 계속해서 활용해야 해서 더 어렵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따라서 15차시의 통합수업으로는 오랫동안 굳혀

진 수학적 성향을 변화시키기가 힘들며 이러한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는 학생들을 고려한 통합수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정의 교육적 성취

1) 사회적 기여의식의 변화

(1) 양적 분석

양적 분석을 위해 Lee(2013)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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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 2]

- 사회적 기여의식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학생

교사: 근호가 여기에 어린이여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

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근호: 아, 그러니까요,,, 제가 생활할 때도 어린이라는,,, 신분.. 그런 것

때문에 어른들에게 무시,,?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을 때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

아요

교사: 그랬구나. 그런데 근호도 실제로 정의로운 사회랑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해 주변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들은 실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호: 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동의해요.

게 수정하여 사회적 기여의식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사회적 기여의식’ 사후 검사 결과를

I-STATistics 2.01로 독립표본 t 검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Pre/

Post
Group

Average

score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t P-value

Pre
Separated 34.435 8.218 23

-0.265 0.792
Integrated 35.000 6.083 23

Post
Separated 35.087 6.037 23

-1.694 0.097
Integrated 38.348 6.984 23

[Table 10] Independent sample t-test about a Sense of

Social Contribution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한 비교집단은 평균 35.087점,

통합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은 평균 38.348점으로 약 3.261

점의 차이가 났다. 23명 중 16명의 사회적 기여의식이 향

상되었고, 7명 학생은 사회적 기여의식이 향상되지 않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유보

된 주체성(reserved agency)’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오국환, 2014). 이러한 ‘유보된 주체성(reserved agency)’

의 문제는 질적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2) 질적 분석

사회적 기여의식의 질적 변화는 설문지 분석과 수업

관찰, 심층면담으로 확인하였다. 사후 설문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구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도덕과의 핵심가치덕목이자 학

습목표 중 하나였던 ‘인류애’의 의미를 담아 사회에 기여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학생도 있었다.

사후검사 결과 7명의 사회기여의식이 향상되지 않았는

데, 그중 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심층 면

담 2]는 해당 학생과 진행한 심층 면담의 일부분을 발췌

한 것이다.

근호와의 면담 결과 근호는 평소 어른들에게 아이라고

무시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

회나 세계를 위해 돕는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 나이가 가진 한계로 인식하고 있을 뿐 사회나 세계

를 위해 도우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제약으

로 변화 행동을 미래로 유보시킨다는 ‘유보된 주체성

(reserved agency)’의 문제로 귀결된다(Oh, 2014). ‘유보된

주체성’ 문제는 Turner(2003)가 주장한 ‘비판수학적 주체

성(Critical Mathematical Agency)’이 잠재적으로 내재되

어 있지만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판수

학적 주체성(Critical Mathematical Agency)’이란 공정한

사회,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사고하고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들 자신을 의미있는 수학적 사고

자들로 여기는 것이다(Turner, 2003). 이러한 주체성이 유

보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figured world’ 라는 현실세계

내에 존재하는 규범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된 주체성은 이미 학생들 안에 내재

하며 발현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므로 (Turner, 2003),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문제를 해결

한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거나 자신의 노력이 사

회를 변화시키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수업이 실천 체험 중심의 사회참여활동

으로 구성된다면 학생들의 잠재된 주체성이 발현되는 시

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2) 사회적 책임감의 변화

(1) 양적 분석

양적 분석을 위해 Conrad와 Hedin(1985)이 개발한 문

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반과 비

교반의 ‘사회적 책임감’ 사후 검사 결과를 I-STATistics

2.01로 독립표본 t 검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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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Post
Group

Average

score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t P-value

Pre
Separated 91.609 12.964 23

-0.541 0.591
Integrated 93.739 13.748 23

Post
Separated 92.565 12.372 23

-1.185 0.243
Integrated 97.696 16.685 23

[Table 11] Independent sample t-test about Social

Responsibility

교과서를 기반으로 도덕수업과 수학수업을 한 비교반

의 경우 평균은 92.565점, 통합수업을 한 실험반의 경우

평균이 97.696점으로 약 5.131점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된 학생들은 23명 중 17명이었고 나머지 6

명은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까닭은 질적 분석을 통해 원인

을 찾을 수 있었다.

(2) 질적 분석

사회적 책임감의 질적 변화는 설문지와 수업관찰을 통

해 파악하였다. 학생들은 10-11차시 수업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고 관련 문구

를 넣은 배지를 제작하였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주변 사

람들을 관찰하면서 환경의식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뱃지를 나누어주는 캠페인 운동을 진행하였다.

수업이 종료된 후 실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23명의 학생 모

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Fig. 8]은 사회적

책임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학생의 사후 설문 결과내용

이다. 자신이 실제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실천했으

며 다른 사람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Fig. 8] Example of students’ response for SR

이러한 답변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유의미

하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양적 연구 결과와 상반되어 보

인다. 학생들은 통합수업프로그램 참여 도중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2~3개의 체험 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으

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힘들었

다. 즉,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유보된 주체

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에 수학과 도덕의 통합수업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실제

로 사회의 제도나 모습을 바꾸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통합수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3. 통합 교육학적 성취

1) 수학과 타 교과의 연계성 인식

사전 설문 결과, 13명은 수학과 도덕이 서로 관련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사후 설문 결과에서

23명의 학생들은 모두 ‘수학과 도덕이 관련이 있다’고 답

했다. [Fig. 9]와 같이 답변한 학생 중 다수의 학생은 도

덕과 수학, 사회정의와의 관련성에 관해 설명했고 두 교

과가 서로에게 주는 이점, 사회문제와 도덕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가 수학과

도덕 교과를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Example of students’ response for CM

2) 창의적 사고 성향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 발달

[수업 장면 1]은 10차시 수업 중 텀블러, 플라스틱 컵,

종이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 여러 학생이 자료가

이상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어 학생들은 교

사의 확산적 발문에 비판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며 텀블러

와 종이컵,플라스틱컵의 온실가츠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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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장면 2] - 5모둠 발표 장면

5모둠(유리): 인종차별이란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 하는 것, 사람들을 여러 인종으로 나누고, 특

정 인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잠깐 퀴즈시간인

데요. 크레파스로 사람을 그릴 때 얼굴은 무슨 색으로 칠해야 할까요? 

(여러 학생들이 발표한다.)

5모둠(유리): 백인이나 흑인, 동남아인(황인)의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

색이 아니기 때문에 ‘살색’은 인종차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보기 드물던 시절에는 ‘살색’이란 표현을 써도 별 문제가 없

었지만, 지금 같은 다문화 시대에는 다른 인종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잠시 후)

5모둠(유리): 자 그럼 뉴스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학생들은 5모둠이 준비해 온 LA 폭동에 관한 동영상을 2분 가량

시청한다.)

5모둠(유리): 자 여러분, 이 뉴스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것은 이 폭동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수연: 어 제 생각에는 아직 LA가 아직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Fig. 10] Example of students’ response for CC

5모둠(유리): 자 화면을 이렇게 두고요, 수학적 생각인데요. 저희가 저희반

에서 조사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조

사를 했는데요. 모름이라고 답한 사람은 12%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6%, 그리고 보통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36%,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16%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를 통해 25명 중 몇 명인지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모둠별로 비율을 활용하여 답을 구한다.)

5모둠(유리): 네, 이렇게 인종차별이 계속 된다면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갑

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피부색을 포함하여 모든 인종차별을 하지 맙시

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방법은 서로를 모두 같은 사람으로 생각

하고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똑같은 인종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기 시작했다. 이 모습은 프로그램 적용 전 수업자료에 대

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었다.

[수업 장면 1]

- ‘일회용 지구? 쿨한 지구’ 수업 중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장면

# 1모둠 발표 장면

교사: 여러분이 자료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근호: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아요!

교사: 왜 그럴까?

유리: 텀블러는 한 번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은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쓰고 버리니까.

지우: 텀블러의 사용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잖아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은 제조부터 따져야 하고요.

마지막 4차시의 수업 동안 학생들은 모둠별로 설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발표하

였다. [수업 장면 2]는 ‘인종차별’이라는 모둠별 주제를 선

정한 모둠이 살색이라는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활용해 수학

문제를 직접 만들고 해결해보았다.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

해 비판적 사고를 이끌어내었고, 사회문제와 관련된 수학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안해 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해당 모둠이 발표 내용을 담아 만든 Newsletter 제

작 결과물이다.

3) 통합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수업 종료 후, 23명 모두가 추후에 통합수업을 다시 해

보고 싶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사전

에 통합수업에 대해 경험이 거의 없고 통합수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

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1]처럼 학생들이 통합수업을 매개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을 키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Mathethics수업은 수학을 통한 세

상의 이해, 도덕을 통한 인간의 이해와 함께 학생들에게

두 교과의 통합을 통하여 세상을 읽고 쓰는(Freire, 1970)

학습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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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ample of students’ response for PI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과 도덕의 통합교수모델은

문제인식(ME 1), 분석(ME 2), 토의(ME 3), 탐구 및 실천

(ME 4) 단계로 이루어지며, 수학 교과, 도덕 교과, 사회

정의를 축으로 하여 총 27가지의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

다. 수학 교과의 융합 단위인 개념 탐구(A1), 문제 분석

(A2), 지식 창출(A3), 도덕 교과의 융합 단위인 인지적

(B1), 정의적(B2), 행동적(B3), 사회정의의 융합 단위인

개인적 맥락(C1), 지역·사회적 맥락(C2), 세계·환경적 맥

락(C3)을 적용하여 A1-B1-C1 수업부터 A3-B3-C3까지

의 수업방식을 구안하였다.

둘째, 수학과 도덕 통합수업은 학생의 수학에 대한 정

의적 측면을 개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통합수업

을 통해 학생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수학이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수학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치 덕목과 연계지어 설명하기도 하였고, 수학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수

학과 도덕 통합수업은 사전에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미 수학적 성향이

굳어버린 학생들은 수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통

합수업이 오히려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

거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학과 도덕의 통합수업은 학생들의 사회적 의식

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불공정한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자신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기여의식과 자신

의 행동변화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

을 느끼고 있었다. 단, ‘유보된 주체성(reserved agency)’

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체험 중심의 수학과 도덕 통합수

업이 효과적이다. ‘유보된 주체성(reserved agency)’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도덕의 통합수업내용이 교

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 내에서 사회참여 활동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Heo, Lee, 2004). 사회참여 활동을 기반으

로 한 실천·체험 중심의 통합수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고 학생들을 비판수학적 주체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

하게 만들 것이다.

넷째, 수학과 도덕의 통합수업은 학생들에게 통합수업

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창의적 사고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분절된 교과 수업과 달리 통합수업은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문제를 수학적, 도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자세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회정의를 위해

도덕이 필요하고 도덕을 뒷받침하는 것이 수학이라고 답

했다. 이렇듯 통합수업이 가진 장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수학과 도덕의 통합수업을 통해 수학과 타 교

과 간 연계성을 깨닫고 통합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였다.

D'Ambrosio(1976)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개인적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시민성의 함양이고 둘째는 과거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나갈 창의성의 함양이다. 학생들은 Mathethics 수

업을 통해 사회정의 주제를 배우고 불공정한 문제에 대

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성을 기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생

들이 사회문제를 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새로운 질문

을 제기하고 관련 수학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며 사회문

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창안해내는 모습을 통해 창의성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

학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수업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부정적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합수업과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거

나 통합수업 안에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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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방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수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Aiken(1970)에 따르

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기 시

작하며 초등학교 4~6학년 시기가 수학에 대한 태도 형성

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년

시기부터 통합수업을 경험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수학적

성향이 장애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셋째,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 수학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과 정의적 측면의 요소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여러 연구 결과들은 교육과정의 통합이 실제로 학습 향

상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이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Nesin & Lounsbury, 2019).

넷째, 수학과 도덕 교과 외에 추가적으로 사회정의를

중심으로 한 다른 교과의 간학문적 통합도 시도되어야 한

다. 수학과 도덕 교과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

학교육에 새로운 교과를 통합시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도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통합적 접근에 있어 교과 간

결합양상과 통합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정도 등을 다각

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하려는 시

도 전에 타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목표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통합수업 연구는 지금부터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리고 그 현재를 만들어 갈 주체는 바로 새로

운 교사이다. 수학과 도덕을 통합한 교육과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기 전까지, 그리고 개발된 이후에도 새로

운 교사는 지속적으로 현 사회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통

합수업사례를 연구해 나가야 한다. 현 교육과정은 각 교

과에서 서로소인 집합만을 선택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각

학문의 고유영역을 넘어서기에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한

다(D'Ambrosio, 1976). 이전까지의 교사는 수학 교과 내

에서 오로지 수학만을 가르치기 위해 수학수업을 준비했

다.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사는 지역사회, 학급, 학생의

특성에 맞는 사회정의 주제를 선정하고 수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교과 교육과정 간 교집합을 찾아 새롭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나가는 사회정의를 위한 교사(Teacher

for Social Justice)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Ackerman, D. (1989). Intellectual and practical criteria for

successful curriculum integration.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Design and implementation, 25-37.

Aiken, L. (1970).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0(4), 551-596. Retrieved March
7, 2020, from www.jstor.org/stable/11

Beane, James A. (1995). Curriculum integration and the

disciplines of knowledge. Service Learning, General.
Paper 44, 616-622. Retrieved January 8, 2020 from
http://digitalcommons.unomaha.edu/slceslgen/44.

Conrad, D. & Hedin, D. (1985). Instruments and Scoring

Guide of the Experiential Education Evaluation Project.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Research.
University of Minnesota. 8-10.

D'Ambrosio, U. (1976). Objectives and goals of

mathematics education, Proceeding of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s Education,

Karlsruhe, Germany(Paris: LINES CO, 1979).

D'Ambrosio, U. (1990). The Role of Mathematics

Education in Building a Democratic and Just Society.

For the Learning of Mathematics 10(3). 20-23.
Dewey, J. (1902).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trieved from

https://pdfs.semanticscholar.org/141a/88b7b85baf9af60dd5

64efb2cdd06bc9e6ee.pdf.

Drake, S. & Burns, R. (2004). Meeting standards through
integrated curriculum. ASCD. 6-17.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Myra
Bergman Ramos, trans.). New York: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71-86.

Good, C. (1973). Dictionary of Education, Third Edition.
New York: McGraw Hill.

Gutiérrez, R. (2007). Defining equity: The importance of a

critical perspective, Improving access to mathematics:
Diversity and equity in the classroom, 37-50.

Gutstein, E. (2003).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in an Urban, Latino School.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Vol. 34(1),
37-73.

Gutstein, E. (2006). Reading and writing the world with
mathematics: Toward a pedagogy for social justice.
Taylor & Francis.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과 도덕의 통합교수모델 개발 및 효과분석 329

Heo, I. S. & Lee, J. H. (2004). The study on

Adolescence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Citizenship Formation, Korean Youth Studies,
15(2), 443-472.

Ingram, J. (1995). Curriculum integration and life long
education: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school
curricula(Translated by Bae, J. S. & Lee, Y. M): Seoul:
Hakjisa.

Kang, C. Y. (2008). Two Misconcept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of the

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Revised in 2007.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urriculum
integration, 2(1), 1-15.

Kim, J. S. (2015). The effects of 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on students' interests and recognition of
values in mathematic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im, J. S. (2011). A Cubic Model for STEAM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11(2), 124-139.

Kim, S. W, Chung, Y. L, Woo, A. J, & Lee, H.j. (2012).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Model for STEAM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2(2), 388–401.

Kim, Y. J.(2006). Analysis of textbooks on social
inequality.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im, Y. Y. (2019). Transdisciplinary Learning in Moral

Subject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124), 241-267.

Kwon, O. N., Park, J. S. & Oh, K. H. (2013). A literature

research on critical mathematics education. The
Mathematical Education, 52(3), 319-334.

Lee, E. J. (2019). A Study on the Textbook Analysis of
Contents of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in the
Curriculum of 2015.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ee, H. J. (2013). Comparison on the Counsciousness
Level Classes of The Social Contribution and Career
Awareness Gifted between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Lee, Y. J. (2020).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Teaching
Model of Mathematics and Ethics for Social Justic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2015a). Ethics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5-74 (Separate

Book 6).

Ministry of Education (2015b). Mathematics and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5-74
(Separate Volume 8).

Moses, R. P., & Cobb, C. E. (2001). Radical equations:
Math literacy and civil rights. Boston, MA: Beacon
Press.

Mukhopadhyay, S., & Greer, B. (2004). Teaching
mathematics in our multicultural world. In A. M. Johns
& M. K. Sipp (Eds.) Diversity in college classrooms:

Practices for Today’s Campus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87-206.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1989).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Translated by Gu, G. J., Oh, B. S. &

Ryu, H. C.): Seoul: kyungmoonsa. 330-331.

Nesin, G. & Lounsbury, J. (2019). Curriculum Integration:

Twenty Questions- With Answers, Becoming: Journal
of the Georgia Middle School Association, 30(1) ,
Article 3. DOI: 10.20429/becoming.2019.300103

Oh, K. H. (2014). A case study on critical mathematics
education lesson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ark, M. G. (2018). A Program Development of Social

Justice for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 of
Elementary Mathethics Education in Korea, 22(1),
47-67.

Skovsmose, O. (1985). Mathematical Education versus

Critical Education.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16(4), 337-354.

Stinson, D. W. (2004). Mathematics as “gate-keeper” (?):

Three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aim toward

empowering all children with a key to the gate. The
Mathematics Educator, 14(1), 8–18.

Turner, E. (2003). Critical mathematical agency: Urban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 in mathematics to
investigate, critique, and act upon their world.
Doctor's thesi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