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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Level Relevance of

the 2009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준 적합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 조사

Kwon Jeom Rae 권점례

In this study, the kinder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sur-
veyed to see the level relevance of the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curricu-
lums. As a result, first, the kindergarten curriculum was generally appeared ap-
propriate to the level of kindergarten students. However, in practice, a significant
amount of the first grade curriculum were taught in the kindergarten. Second, the
variation of mathematical abilities among the begining students was very large,
and this variation also affected the students’ achievements. Third, both kinder-
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shed for adjustments of the level
of mathematics curriculum.

Keywords: level relevance, kindergarten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수준 적합성,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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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교육과정의 적합성 (適合性)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

는데, 이때 적합성은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교육과정의 ‘적합성’은 교육과정에서 일반

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이나 수준의 적합성을 비롯하여 학습자, 교수자, 교수�학습, 교육과정

조직, 교육평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그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그 결과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교육 또는 수학 전문가,

수학교사 등이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수학과 교육과정은 다시 많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받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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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은 수학과 교육과정과 개발진과 개발 시기 등도 상이하다. 그 결과 유치

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 왔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예를 들어 [2,3,6–10]).

허난, 문혜련의 연구 [4]에서는 누리과정과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이나 입학초기 적응활용 교재와 같은

문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실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의 수준은 어떠한가?

2)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준은 어떠한가?

3)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4)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어

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내용을 내용 영역별로 비교하였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 또는 연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2.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13]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

교했을 때 학습량이 경감되었고, 수학적 창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과 같은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운영의 융통성을 위해 학년군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다음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시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Table 1>은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성취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2009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내용 영역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로

구분하고 있다 [13].

<Table 2> 는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제시된 ‘수학적 탐구하기’의 내용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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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hievement standards of grade 1–2 mathematics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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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exploring mathematically’ domain in kinder-
garten curriculum; 3–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의 내용 및 세부내용.

부내용이다. 누리과정에서 자연탐구 영역은 내용 범주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로 구분되는데, 수학 관련 내용은 ‘수학적 탐구하기’에서 다

루어진다. 또 수학적 탐구하기의 내용은 다시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내용 영역과 일맥상통한다 [14].

위의 두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에는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차이를 둠으로써 내용을 차별화하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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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유치원에서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경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형식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내용 영역별로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수의 여러 가지 의미

이해’,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 알기’,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등에서 중복된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보면, 이들 내용이 접근 방법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놀이나 활동에서 수를 세거나 간단한 연산을 수행하게 하는 등 이들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 이해, 형식화나

추상화에 초점을 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도형 영역에서는 1학년에서 ‘입체도형의 모양’과 ‘평면도형의 모양’을 지도하는데, 이에

대한 성취기준이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만 여러 가지 입체도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므로, 5세

누리과정에 제시된 활동과 궁극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평면도형의

모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수와 연산 영역과는 달리 도형 영역의 경우 교수�

학습 방법이나 형식화의 정도와 접근 방법도 유사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 또한

우수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측정 영역에서 ‘양의 비교’는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사이에 격차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5세 누리과정에서는 길이나 무게, 들이, 넓이 등의 임의단위를 사용한

측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2학년이나 이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지도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용 연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규칙성은 수학 자체가 패턴 (규칙성)의 과학이고, 수학적 규칙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며,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며, 함수나 대수, 변수 개념과 같은

다른 영역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수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16]. 그러나 규칙성이 학교

수학에서 갖는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규칙성에 대한 강조

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규칙성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5세 누리과정

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규칙성’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을 불과 2개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규칙성 영역은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거의 유사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확률과 통계에서 ‘분류하기’는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준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5세 누리과정에서는 ‘분류하기’에서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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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 재분류하기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만 다루고 있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한 다음 재분류하는

활동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분류하는 활동에 비해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더 어려운 활동으

로 보인다.

2.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

육과정 연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승미의 연구 [12]는 초등학교 1학

년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Tyler의 학습 경험 조직 원리인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승미의 연구와 같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두 교육과정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허난, 문혜련의 연구 [4]에서는 누리과정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성은 잘 이루어져 있고 내용 체계 및 내적 연계성

측면에서도 내용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영역별 연계성 측면에서는 내용 수

준의 전도, 주요 내용의 결여,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박순경�백경선의 연구 [15]와 같이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의 입학초기 적응활동

에 초점을 두고 수행한 연구가 있다. 박순경 �백경선의 연구 [15]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학초기 적응활동 교재 13종을 대상으로 수업 시수와 교재 분량, 국어와

수학 기초 학습에 대한 처방 방식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의 학습 범위와

수준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문기가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과의 교량 역할을 하는 점에서 초등학교

입문기에 다루어야 할 ‘최소필수 학습요소’의 범위와 수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의 수준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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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and the percentage of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배경
변인별 조사대상의 수와 그 비율.

3.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담임 교사의 수가 적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가 많지 않아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따라 일정한 수의 조사 대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웹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

한 유치원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855명,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2,470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배경변인은 <Table 3> 과 같다.

3.2 조사 내용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과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 5세 누

리과정 담당교사용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용 등 2종류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

내용은 1) 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의 수준, 2)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교육과

정의 수준, 3)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 4)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조정 등에 관한 것이며, 학교급별 구체적 설문 영역과 내용은 <Table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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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omains and the contents of Survey; 설문 영역 및 내용.

3.3 결과 분석 방법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에 대한 빈도 분석과 배경변인 중 지역과 설립 유형에 대한 빈도 분

석을 실시하여 전체 및 배경변인별 경향성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배경변인 중 학교 소재

지별 조사 대상의 비율을 보면, 유치원은 대체로 고른 반면에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약 2배이고, 설립 유형별 비율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 국·

공립의 비율이 사립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4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유치원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1) 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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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evel of Kindergarten curriculum which kindergarten teachers are aware of;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의 수준.

의 수준, 2)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준, 3)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 4)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조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1 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의 수준

다음에서는 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5세 누리과정 담

당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의 수준, 유치원에서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을

가르치는 수준,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를 지도하는 정도,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대한 유치원 학생들의 수준 등을 알아보았다.

<Table 5>는 유치원 교사들이 인식하는 5세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의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68.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렵다’는 의견 (‘어려운 편이다’와 ‘매우 어렵다’ 포함)이 ‘쉽다’는 의견

(‘쉬운 편이다’와 ‘매우 쉽다’ 포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 결과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차이 분석 결과 읍면지역의 교

사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어렵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설립유형별

결과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 모두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국공립 교

사들은 어렵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립 교사들은 쉽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6>은 5세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의 학습 요소를 어떠한 수준에서

가르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결과를 보면, ‘5세 누리과정에 제시된 수준대로 가르

친다’ 는 의견이 67.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용이 어려워서 좀더 쉽게 재구성하여

가르친다’는 의견이 24.5%로 나타났으며, ‘내용이 쉬워서 더 어렵게 재구성해서 가르친다’

는 의견은 6.6%에 불과하였다. 학교 소재지별 결과를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내용이 어려

워서 좀더 쉽게 재구성하여 가르친다’는 의견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설립유형별 결과를 보면 사립의 경우 내용이 쉬워서 더 어렵게 재구성해서 가르친다’는

의견이 국공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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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level to teach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kindergarten; 유치원에서 학생
들에게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을 가르치는 수준.

<Table 7> 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가르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각 학습 요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난 항목을 음영으로

표시하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 사이의

차가 10% 미만일 경우 두 항목을 모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제시된

대부분의 학습 요소에 대해서 ‘가끔 가르침’ 을 나타내었고, ‘9까지 수 세기’ 는 ‘자주 가

르침’의 비율이 8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수 읽고 쓰기’와 ‘수의 크기 비교’도 ‘자주

가르침’과 ‘가끔 가르침’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Table 8>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가 유치원 학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7>과 마찬가지로 각 학습 요

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을 음영으로 표시하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 사이의 차가 10% 미만일 경우 두 항목을 모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제시된 대부분의 학습 요소에 대해 유치원 교사

들은 5세 누리과정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9까지의

수 세기’의 경우 쉽다는 의견 (‘매우 쉬움’과 ‘쉬움’ 포함)이 62.7%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7>과 <Table 8>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습 요소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지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습 요소들이 만

5세 학생들의 수준에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1)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나 2) 유치원

학생들이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상당히 학습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2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준

다음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인식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의 수준,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와 그에 따른 지도 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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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thematics contents taught in kindergarten; 유치원에서 지도하는 수학적 학습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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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degree which kindergarten students learned first grade mathematics curricu-
lum;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학생들의 학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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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level of first grade mathematics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which Ele-
mentary teachers are aware of;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초등학교 수학과 1학년 교육과정의
수준.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가 이후 학습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대한 1학년 학생들의 수준 등을 알아보았다.

<Table 9>는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이 인식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쉽다’는 의견 (‘쉬운 편이다’와 ‘매우 쉽다’ 포함)이 27.5%, ‘어렵다’는 의견

(‘어려운 편이다’와 ‘매우 어렵다’ 포함)이 18.9%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는 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차이분석 결과 지역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의 교사들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중소도시나 대도시 교사들에 비하여 높았고, 사립 유치원보다는 국 �공립 유치원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0>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항목을 음영으로 표시하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과의 차이가 10% 미

만인 항목들도 모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9까지의 수 세기’의 경우 ‘매우 쉬움’, ‘쉬움’,

‘적절함’은 고르게 높은 비율은 나타낸 반면에 ‘어려움’, ‘매우 어려움’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9까지의 수 세기’의 경우 이후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개발시

수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부분의 학습 요소의 경우 ‘적절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학습 요소별로 쉽다는 의견 (‘매우 쉬움’와 ‘쉬움’ 포함) 과 어렵다는 의견 (‘매우 어

려움’과 ‘어려움’ 포함)을 구분하였을 때, ‘50까지의 수 세기’, ‘100까지의 수 세기’, ‘수의

크기 비교’, ‘덧셈과 뺄셈의 의미 이해’, ‘한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생활 주변에서 직육

면체, 원기둥, 구의 모양 찾기’, ‘생활 주변에서 사각형, 삼각형, 원의 모양 찾기’, ‘구체물의

길이, 들이, 무게, 넓이 비교’는 쉽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50까지의 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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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degree which first graders learned first grade mathematics curriculum; 초
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1학년 학생들의 학습 수준.

‘100까지의 수 세기’, ‘수의 크기 비교’, ‘덧셈과 뺄셈의 의미 이해’, ‘한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생활 주변에서 직육면체, 원기둥, 구의 모양 찾기’, ‘생활 주변에서 사각형, 삼각형,

원의 모양 찾기’는 쉽다는 의견의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씩, 10씩,

100씩 뛰어세기’, ‘수 가르기와 모으기’,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 이해’,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시 30분’ 등의 시각 읽기’, ‘물체, 무늬, 수의 배열에서 규칙 찾기’, ‘사물을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 세기’ 는 어렵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시 30분’ 등의 시각

읽기’는 어렵다는 의견의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4.3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

다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제

로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지도 상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가 이후

수학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Table 11>은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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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differences of first grade students’ mathematical learning abilities;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

편이다’는 비율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의견 (‘매우 크다’와 ‘큰 편이다’ 포함)이 작다는 의견 (‘매우 작다’와 ‘작은

편이다’ 포함)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2> 는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로 인한 교사들의

지도 상의 어려움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큰 편이다’는 비율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지만, ‘작은 편이다’는 비율도 38.4%로 나타났다. 또 대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로 인한 지도 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 (‘매우 크다’와 ‘큰 편이다’ 포함)이

작다는 의견 (‘매우 작다’와 ‘작은 편이다’ 포함)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3>은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가 이후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 편이다’는 비율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는 비율도 25.0%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입학초기 학생

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가 이후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8.6%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14> 은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나타낸 것이다. ‘필요한 편이다’는 비율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도 34.8%로 나타났다. 이

것으로 볼 때, 초등학교 교사들은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학습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5>는 실제로 해당 학교에서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를 극

복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제공한다’는 비율이 53.0%,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0%로, 비록 ‘제공한다’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두 비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16> 은 <Table15> 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반응한 학교의 교사들

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알아본 것이다. 전체 결과를 보면, 별도의 학습 기회 제공에 대한

효과가 크다는 의견 (‘매우 크다’와 ‘큰 편이다’ 포함)이 작다는 의견 (‘매우 작다’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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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difficulties which teachers had due to the difference in students’ mathe-
matical learning abilities; 초등학교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 차이로 인한 지도 상의
어려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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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impact which the differences in students’ mathematical abilities caused to
the following mathematics learning;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 차이가 이후 수학 학습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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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e necessity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for overcoming the initial differences
of students’ mathematical learning abilities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 차이 극복을 위
한 별도의 학습 기회 제공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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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Providing the opportunities for overcoming the initial differences of students’
mathematical learning abilities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 차이 극복을 위한 별도의 학
습 기회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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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impact to offer the opportunity to study; 입학초기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습
기회 제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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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The reason not to offer the opportunity to study;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
력 차이 극복을 위한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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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The necessity to adjust the level of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
lum;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조정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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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The degree of teachers’ understanding for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상호 이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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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포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학교 소재지별 결과와 설립 유형별 결과도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17>은 <Table 15>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것이다. 전체 결과를

보면,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별도의 시간 부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부모의 반대’, ‘예산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소재지별

결과와 설립 유형별 결과도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학교 소재지 중 읍면지역의

경우 ‘별도의 시간 부족’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의 반대’와 ‘예산

부족’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4.4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조정

다음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조정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Table 18> 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준 조정이 필

요한지를 나타낸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4% 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6%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모두 교육과정의 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학교 소재지별 결과와 설립

유형별 결과도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ure 1>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응한 교사들

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수준 조정 방안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결과를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하향 조정’ 이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유치원 5세 누리과정의 수준 상향 조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5세 누리과정의 수준 하향 조정’이 18.55%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상향 조정’이 14.1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le 19>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상호 이해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유치원의 경우 17.1%, 초등학교의

경우 36.2%이고, ‘잘 알고 있다’는 비율도 유치원의 경우 5.6%, 초등학교의 경우 1.7%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사 모두 상호의 교육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수이며,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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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way to adjust the level of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준 조정 방안

<Table 20> 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준 조정 이외에 상호

교육과정 연계 제고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공동 개발’의 비율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들의 상호 교류 확대’의 비율(22.6%)과 ‘유치원과 초등

학교의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확대’의 비율(23.3%)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공동 개발’의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들의 상호 교류 확대’의 비율 (29.1%)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확대’의 비율 (26.3%)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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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The way to increase connection for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
lum;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상호 교육과정 연계 제고 방안.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의 수준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고, 유치원에서도 5세 누리과정에 제시된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수학 학습 요소 중에서는 1학년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내용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었고, 1학년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특히 ‘9까지 수 세기’의 경우

‘쉬움’ 또는 ‘매우 쉬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다고 하였고, 1학년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으며, 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9까지 수 세기’의 경우 ‘쉬움’ 또는 ‘매우 쉬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는 대체로 크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이 이후 수학 학습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들은 이러한 입학초기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 학습 기회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비율이 약 50%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별도의 시간 부족’, ‘학부모의 반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모두 5세 누리과정의

수준 상향 조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개발 시기 및 개

발진 등이 상이한데, 이를 조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학과 교육과정에 유치원 교육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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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수학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부족하고,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모두 서로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유치원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유치원용 수학 교과서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에

도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 자료집이 개발되어 교사들에게 보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 자료집에 제시된 활동들은 내용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도 이해를 수반하지 못한 채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의 내용을 근거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할 것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준에 적합한 수학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의 수준 적합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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