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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에서 기초 학력으로서의 수리력 도입 방안
1)

,김 선 희 (강원대학교 부교수)

이 승 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학습과 실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학력을 탐색하여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 학력은 특정 교과에의 활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

러 교과를 아우르는 총론 교육과정에 명시되고 여러 교과 학습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 캐나다, 호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총론과 여러 교과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및 수리력의 수준을 제안하고 교육과정 총론

과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수리력을 간단히 명시하고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수리력 관련 내용을 암시하는 방안, 총론에서는 수리력의 개념, 구성 요소, 수준을 제시하고 교과 교

육과정에서는 수리력 코드를 기술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두 가지 안 모두 전문가들의 높은 동의를 얻었

다.

Ⅰ. 서론

학교 교육은 국가 수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자 학생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주요 과정이며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홍미주, 박선영, 김회용, 2013, p.73).

특히, 초 중학교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한편, 그 이후 단계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기초 학력을

형성하게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홍후조, 2017, pp.59～60). 따라서 공통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필요한 이슈이다.

학교 교육의 여러 교과 중 수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변별하는 역할뿐 아니라 여러 교과 학습에 있어

서도 기초적인 도구 역할을 해왔다. 여러 교과의 학습에서 수치적, 공간적 정보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수를 다

루는 방법을 익히고 공간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기본이 되며,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수학

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교육과정도 기본적인 수학의 숙달이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목표라고1)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 교육과정에서 수학은 교과목의 하나로 존재하므로 수학에서 키워야 할 능력은 수학과 교육

과정에 명시되고 이는 수학 교사들에 의해 지도될 수밖에 없다. 수학에서 키워야 할 기본 능력은 수학에서만 필

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과를 통해서도 양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기초 능력을 수리력(numeracy)으

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기초가 되는 3R 중 하나인 arithmetics에서 파생된 수리력은 읽기, 쓰기와 더불어

* 접수일(2020년 3월 16일), 심사(수정)일(2020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2020년 5월 7일)

* ZDM분류 : D13

* MSC2000분류 : 97B70

* 주제어 : 수리력,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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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elcometofrance.com/en/education (2019년 10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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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소양이자 학습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3R에 머무는 소양을 가진 시민 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화하

는 세계에서 기본이 되는 소양 교육에서 수리력은 매우 중요하며 심화된 수학의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서의 수

리력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미 국

가 교육과정에 수리력을 반영하고 있고(Heyd-Metzuyanim & Graven, 2016, p.349; Callingham, Beswick, &

Ferme, 2015, p.550), 이들 국가들은 수학 교과 내에서만 수리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총론에 수리

력을 언급하고 있다.

수리력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가지지만 이를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

육과정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 개념화하는 방법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Bullock, 2013). 이와 관련하여

교과별 분절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타교과의 내용이나 목표 등을 교과 간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총론 측면에서 수리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리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구체

화하고 이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

론적 배경에서 영국, 캐나다, 호주가 수리력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와 교육과

정 실행에 있어서 수리력의 위상은 어떠한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리력의 개

념과 구성 요소를 수학 교과의 전문가와 타 교과의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협의회 및 설문 조사 조

사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리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수학교육과 여타 분야의 학자들은 수리력을 수학의 기초, 시민을 위한 수학, 수학에 대한 소양, 정보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수학, 사회생활을 위한 수학, 수학의 사회적 실행 등으로 그 개념을 규정한다(Craig, 2018,

p.57). 수리력은 오랫동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최근에는 학문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양

적 소양이 필요한 간학문적 세상에서 수리력의 필요성은 살아나고 있으며(Karaali, Villafane Hernandez, &

Taylor, 2016, p.1), 수리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너무 거대하고 다양해서 그 개념이 적절히 수렴되기 어렵다

(Askew, 2015).

수리력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관심은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PIACC)에서 나타난다(Geiger, Forgasz, & Goos, 2015, p.611). OECD(2013, p.11)는 실생활에서 수

학적 과제에 참여하고 다루기 위해 수학적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 사용, 해석,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리력을 정의하였고, 16～65세의 성인 대상으로 정보 처리 기능을 측정하는 국제 연구인 PIACC는 성인이 수리

력 관련 행동을 하는 상황, 수학적 요구의 본질에 따라 기대되는 반응, 사용하는 수학적 정보와 아이디어인 내

용, 수학적 정보가 표현되고 맥락화되는 형식인 표현, 수리력 관련 행동에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인지적 조작과

비인지적 과정의 5가지 측면으로 수리력 개념을 정교화했다.2)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수리력은 수를 이해하고 다

루는 능력이지만, PIACC에서 성인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규정된 5가지 측면은 매우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리력은 상황 속에서 발휘되고, 그에 맞춰 기대되는 인간의 행동이며, 수학적 내용과 표현과 관련되고, 인지

2)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EDU/WKP(2018)13&docLanguage=En (2020년 3월 3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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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뿐 아니라 태도 등의 비인지적 측면도 포함한다. 수리력이 수학 내용을 포함하지만, 수학 교과 내에서만

학습되고 발휘되는 것은 아니며, 수학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제안한 것이다. 정의적 측면을 수리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Kilpatrck, Swafford, & Findell(2001)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Goos, Dole & Geiger(2011)는 수리력을 수학적 지식, 도구, 성향의 세 가지 요소로 선정하고 이 세 가지

에 맥락이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수학교육 측면에서 수리력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수학적 지식에서는 문제해결, 어림, 개념, 기능을, 도구에서는 표현, 신체적, 디지털의 측

면을, 성향에서는 자신감, 융통성, 진취성, 위험성의 측면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수리력은 문제 상황의 맥락 속

에서 수학적 지식을 여러 도구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Lerman & Zevenbergen(2004)도

수리력이 사회적 맥락에서 개념화되고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리력은 상황 속에서 발현된다. 이를 본 연구는 수학 외적 상황으로 해석하며 수학이

아닌 타교과의 학습이나 실생활 속에서 수리력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PIACC와 Goos,

Dole & Geiger에서 제시한 내용과 표현, 수학적 지식을 ‘지식’, 자신감, 융통성과 같은 성향이나 비인지적 측면을

‘태도’로, 문제해결, 어림 등의 수리력 관련 반응을 ‘기능’으로 보고 세 가지 측면에서 수리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Jablonka(2015)는 수학과 교육과정을 위한 모델로서 수리력(수학적 소양)의 발전을 묘사하면서 수리력 수준

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PISA의 성취수준을 근거로 6개 수준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기반으로 수리력의 수준도 제안하고자 한다.

2. 외국 교육과정에서 수리력 반영 사례

본 연구에서는 수리력을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한 국가로 영국, 캐나다, 호주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캐나

다는 주별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British Columbia(B.C.)주와 Alberta주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2014년에 발표된 국가 교육과정을, 캐나다는 2015년과 2016년에 발표된 B.C.주와 Alberta주의 문서를, 호주는

2015년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였다.

가. 영국

영국은 2014년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 ‘수리력과 수학(numeracy and mathematics)’이라는 항목을 부

각하여 제시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즉,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들의 수리력과 수학적 추론, 구

어, 읽기, 쓰기 등을 발달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핵심 교과(국어, 수학, 과학)와 기초교과 간의 구분을 명료히 하

였다(소경희, 2015). 이 중에서 영국 교육과정 총론에서 ‘수리력과 수학’에 대해 명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적절한 과목을 모두 사용해서 학생들의 수학적 유창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리력과 수학적 기능에서의 자신감은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공의 선결 조건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모든 과목에서 수리

력과 수학적 추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문제에 유창하게 산술을 적용하고, 측정을 이해하고 사용하며, 어림하고 과정

을 확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은 기하와 대수적 이해를 적용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의 개념에 확률을 관련시켜야 한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고 분석하는 주기를 이해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를 더 단순한 단계들로 쪼개는 것을 포함하여 정

형 문제와 비정형 문제에 수학을 적용해야 한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p.10)

교육과정 전반에서 수리력과 수학을 강조한 영국은 교사들이 기본적인 수리력을 소유하도록 교사 선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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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수리력 전문성 기능 검사(The numeracy professional skills tests)도 실시하고 있다. 수리력 검

사에서는 암산과 지필 계산 및 자료 처리의 두 파트에 대해 28개의 문항이 제공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또한 사단법인으로 국가 수리력 센터3)를 설립하고 학생, 교사, 성인, 학부모 등의 수리력 향상을 위한 지

원도 제공하고 있다.

나. 캐나다

2015년에 교육과정을 개정한 캐나다 B.C.는 변화하는 세상에 부응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문해력과 수

리력에 초점을 두었다. 핵심 역량, 필수적인 학습, 문해력과 수리력 세 가지를 교육과정의 핵심에 두고, 수리력은

다양한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 개념, 과정,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캐나다

B.C.주는 수학뿐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교육을 통해 성취된 학습 결과로서 수리력을 평가한다4). 2018년부터 시

행된 수리력 평가는 10학년에 실시되는데, 이 결과는 졸업 요건이 된다. 수리력 평가의 공통 섹션에서는 4가지

상황에서 24개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풀고, 학생 선택 섹션은 4개 중 2개를 선택하여 지필로 답을 서술한다. 선택

섹션의 문제는 공통 섹션에서 답한 것에 기초하여 답할 수 있도록 출제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수리력을 동

원해서 문제의 해를 자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수리력 평가의 세 번째 섹션은 앞의 두 섹션을 끝낸 후 그 경험을

반성하도록 한 것으로, 반성 과정도 학습의 일부로 보는 취지이다. 세 번째 섹션은 점수화하지 않는다.

캐나다 Alberta주에서도 수리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K-12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여러 교과 영역에

걸쳐 필요한 수리력을 통해 깊이 있는 교과 학습과 교과 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음을 밝히

고 있다(Alberta Education, 2016, p.6). Alberta 주에서 수리력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정보에 근거한 결정

을 내리기 위해 양적, 공간적 정보에 참여하는 능력, 자신감, 자발적 의지이다. 학생들은 수학에서 학습한 지식,

기능, 전략을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교과나 학교, 가정, 사회의 모든 상황으로 전이시켜야 한다. 학생의 수리력은

각 교과에 특정한 양적, 공간적 이해가 학습되고 적용되면서 성장한다. 이는 지역 교육과정 규준(Standards for

Provincial Curriculum)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규준은 교육과정이 교과목 안팎에서 문해력과 수리력을 위한 지원

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그 세부사항은 학습 결과가 교과목 안팎에서 문해력과 수리력의 발달을 지원

하도록 설계되고, 평가와 교수학습 자원이 문해력과 수리력 발전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Alberta

Education, 2016, p.25).

다. 호주

호주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삶 속에 수학을 자신감 있게 사용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때 수리력

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국가 교육과정 총론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문해력, 수리력, ICT 능

력,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문화간 이해의 7가지를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일

반 능력(general capability)으로 선정하고 있다. 수리력은 학습, 학교, 가정, 일터, 사회, 시민 생활의 요구에 맞게

수학을 사용하는 능력, 자신감, 성향이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수리력은 여러 상황에서 수학을 활

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성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학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여러 교과 통합

으로 제시되고 있다.

호주에서 수리력의 하위 요소는 범자연수의 어림과 계산, 규칙성과 관계의 인식과 활용, 분수, 소수, 백분율,

비와 비율의 활용, 공간 추론의 활용, 통계 정보의 해석, 측정의 활용이며 [그림 Ⅱ-1]과 같다. 즉 단순한 자연수

계산을 넘어서 여러 교과에 두루 활용 가능한 수학 개념을 수리력에서 다루고 있다.

3) https://www.nationalnumeracy.org.uk/ (2020. 3. 4. 검색)
4) https://curriculum.gov.bc.ca/assessment/grade-10-numeracy-assessment (2020. 3.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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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호주의 수리력 요소5)

호주는 수리력이 적용될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에 아이콘 을 표시하여 수리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역사과 7학년의 역사적 사건, 발전, 시기라는 내용(ACHHS205)은 일반 역량으로서 수리

력(numeracy)가 관련되어 있음을 [그림 Ⅱ-2]와 같이 교과 내용과 연결지어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2] 호주 역사 교과 7학년의 성취기준 내용6)

호주는 국가 성취도 평가인 NAPLAN(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을 통해서

2008년부터 학생들의 수리력을 검사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근거하여 수리력 요소를 설정하고 있다(Parnis, &

Petecz, 2016).

또한 호주는 수리력의 수준을 6단계로 나누어 각 학년 수준에 적절한 수리력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범자연수의 어림과 계산의 하위 요소를 ‘상황에서 수의 이해와 사용, 어림과 계산, 화폐 사용’으로 설정

하고 각각의 수준을 1a부터 6까지 <표 Ⅱ-1>처럼 제시하고 있다.

세 국가의 교육과정 반영 내용을 보았을 때, 수리력의 정의를 모두 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수리력

이 수학 뿐 아니라 타교과 상황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호주는 교과 성취기준에 수리력 아이콘을 제시하여 관

련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수리력의 수준까지 제시하여 그 내용을 정교화하고 있다. 캐나다 B.C.와 호주는 수리력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에 의해 교육 성과를 확인하고 있고, 영국은 학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 교사

들의 수리력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수리력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는 우리나라는 총론 교육과정에서

수리력을 개념화하고 이를 타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반영하도록 신중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별로 수리력을 규정한 위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핵심

역량의 하나로 수리력을 제시하였으나 캐나다 B.C.주, Alberta주에서는 핵심역량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수리력을

5)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general-capabilities/numeracy/ 2019. 8. 30. 검색
6) http://www.scootle.edu.au/ec/search?accContentId=ACHHS205 (2020. 3.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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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교육과정 체제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 Ⅱ-1> 호주의 수리력 수준 예시7)

하위 요소 1a 수준
1b 수준:

F학년 말

2수준:

2학년 말

3수준:

4학년 말

4수준:

6학년 말

5수준:

8학년 말

6수준:

10학년 말

상황에서

수의 이해와

사용

일상 경험을

사용하여 세기

개념을

보여준다.

수 이름을

연결하고 순서

짓고, 두

자리까지 수를

세고 대상을

묶는다.

네 자리 수를

모델로 나타내고

순서 짓고

사용한다.

다섯 자리 수를

모델로 나타내고

순서 짓고

사용한다.

백만 이상의

수를 확인하고

묘사하고

사용한다.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수와 음수를

비교하고 순서

짓고 사용한다.

과학적 표기법을

포함하여, 매우

큰 수와 매우

작은 수를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어림과 계산

대상의 모임에서

더하고 빼는

결과를

인식한다.

일상의 덧셈을

해결하고

이야기를

공유한다.

문제의 해를

어림하고 답을

계산한다.

문제의 해를

어림하고,

사칙계산을 하여

답을 확인한다.

효율적인 암산과

지필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계산

결과를

확인한다.

암산, 지필,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어림하고

계산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 효율적인

암산, 지필,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어림하고

계산하여 복잡한

자료를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링한다.

화폐 사용
화폐 사용을

포함한 상황을

확인한다.

호주 화폐

체계에서 동전과

지폐의 값을

인식한다.

간단한 구매를

위해 동전과

지폐 조합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간단한 구매에서

잔돈을

어림한다.

간단한 재정

계획, 예산, 비용

예측을 한다.

‘최적 구매’

결정을 확인하고

정당화한다.

특수한 목표에

따라 재정

계획을

평가한다.

이상을 기초로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수리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Ⅲ장에서, 연구 결과는 Ⅳ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리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수리력 수준 내용 등을 설정하기 위해 2019년 7월∼8월에 3차례

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수학교육 전문가가 참가한 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고, 타 교과 전공

전문가가 참가한 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8월 4주부터 설문 조사를 구성하여

9월에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리력 도입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Ⅲ-1> 참고).

상세 일정 참여자
2019. 7.∼8. 넷째 주 수리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수리력의 수준 내용 등의 방향 설정 전문가 협의회 및 연구진 검토
2019. 8. 다섯째 주 설문 조사 문항 제작 연구진

2019. 9. 첫째∼셋째 주 설문 조사 실시 전문가 활용
2019. 9. 넷째∼다섯째 주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반영 전문가 협의회 및 연구진 검토

<표 Ⅲ-1> 설문 조사 일정 (이승미 외, 2019, p.16 보완)

7)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general-capabilities/numeracy/ (2019. 8.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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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에는 교육과정 총론 전문가 6명(교수 및 대학 강의 경력자 3명, 석 박사 과정에서 특정 교과를 전공

하지 않은 초등교사 3명),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8명(수학, 사회, 과학과 6명씩 – 교과별 교수 3명, 초 중 고등

학교 교사 1명씩), 총 24명이 참여하였다(<표 Ⅲ-2> 참고).

직업

교수/대학 강사 12명(50.0%)
전공

교육과정 총론 6명(25.0%)
초등학교 교사 6명(25.0%) 사회 교육 6명(25.0%)
중학교 교사 3명(12.5%) 수학 교육 6명(25.0%)

고등학교 교사 3명(12.5%) 과학 교육 6명(25.0%)
합계 24명(100.0%)

<표 Ⅲ-2> 설문 조사 대상 (이승미 외, 2019, p.16 보완)

설문 조사 문항의 응답지는 ‘전혀 타당하지 않음’에서 ‘매우 타당함’까지의 5점 척도이며, 응답 결과에 대하여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정도인 CVR을 산출하였다. CVR은 전체 응답자 수 대비 ‘동의

한다’에 응답한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전문가가 동의한다고 응답하면 1.00, 절반이 동의하면 0.00,

절반 미만일 경우 음수가 된다. Lawshe(1975)에 따르면 CVR 값은 패널 수에 따라 정해진 최솟값 이상이 되어

야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패널 수 24명에 따른 최소 CVR은 0.42이다.

Ⅳ. 연구 결과

총론 교육과정에서 수리력 도입을 위해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 협의회를 기반으로 수리력의 개념

규정 및 구성 요소 설정과 교육과정 문서에서의 반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리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수리력의 개념과 외국 교육과정의 수리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수리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설정하

고자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리력의 국가 교육과정 도입 필요성과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수리력의 국가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 개념, 구성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두 평균 4점 이상의 응답을 보

였고, CVR은 0.72 이상이었다. 수학 교과 이외의 전공자들도 참여한 조사에서 수리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리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 평균이 4.47로 가장 높았다. 수리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전

문가들은 수리력이 총론에 명시되어야 하며, 타교과 학습에서도 필요하고, 수리력이 수학 교과 본연의 교육으로

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모든 교과에 대해 수리력 관련성을 표기/적시하도록 하기보다는, 총론 차원에서 지침의 형태로 해당 학년의 수리력 성취기

준과 관련지어 해당 교과의 성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 수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과학의 계산식에서 수학적인 과정이 많은 데 사칙연산이 되지 않아서 과학 시간에 수학적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수리력이 수학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취지처럼 타교과교육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잘 설계되기를 기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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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초등수학교육에서는 무게, 부피, 들이 등의 계산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3kg 500g과 같은 표현은 실

제 단위를 사용하는 과학 및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 계산을 위한 교육일 뿐 오히려 타교과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부터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설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VR

초․중학교의 교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의 설계에서 수리력이 고려되고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도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 중학교 1～3학년군의 사회 ‘시장경제와 가격’에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리력의 요소가 지도될

수 있어야 한다)

4.47 0.60 0.89

수리력은 생활을 영위하고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수량적, 공간적 정보를

다루고 활용하려는 성향과 능력을 의미한다. 수리력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학습에 필요하며, 수 개념뿐 아니라 공간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의적 성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다.

4.36 0.72 0.83

수리력은 지식, 기능, 태도로 구성된다. 지식은 수학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

자료와 가능성, 변화와 관계는 수량적 정보를, 공간은 기하적 정보에 대한 것이다.

기능은 수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고와 추론 등의 기능을 다룬다. 태도는 수량적,

공간적 정보를 다루는 성향으로 수학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정의적 요소들을 선정

하였다.

요소 하위 요소

지식 수, 공간, 자료, 변화와 관계

기능

계산하기, (식이나표, 그래프등으로) 표현하기및해석하기, 추론하

기(논리적으로 사고하기), 결론 도출하기, 정당화하기, 의사소통하

기, 분석하기, 문제를해결하기, 수학적결과를도출하기위해공학적

도구 사용하기 등

태도 자신감, 흥미, 동기, 의지, 합리적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4.19 0.74 0.72

<표 Ⅳ-1> 수리력의 필요성, 개념, 구성 요소 (이승미 외, 2019, p.427)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본 연구는 수리력을 “생활을 영위하고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수량적, 공간적 정

보를 다루고 활용하려는 성향과 능력을 의미한다. 수리력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학습에 필요하며, 수 개념

뿐 아니라 공간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수학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수학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의적 성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

가들의 동의 정도는 평균 4.36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선 의견이 있었다.

∙ 수리력은 이뿐 아니라, 수학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수학을 사용하고 수학에 참여하는 능력까지 의

미함

∙ 축약 필요: 수리력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학습에 필요하며, 수량적, 공간적 정보를 다루고 활용하려는 성향과 능력

및 이를 수행하려는 정의적 성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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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리력의 구성 요소와 OECD(2018)의 Education 2030의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수리

력의 구성 요소를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현행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역량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타 교과 학습이나 삶의 영위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였고, 수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이해하

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려 하였다. 수리력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타당도 평균은 4.19로 다른 항목에 비

해서는 낮은 편이었으나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은 수학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 자료, 변화와 관계는 수량적 정보를, 공간은 기하적 정보에 대한

것이다. 기능은 수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을 하위 요소로 제시한 것으로 수학이 내용뿐 아니라 사고와

추론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태도는 수량적, 공간적 정보를 다룬 때 생겨날 수 있는

태도로 수학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정의적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과 비판적 사고라는 하위 요

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수리력의 구성 요소 중 지식과

기능은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 기존 평가의 이원분류와 유사한 방향에서 도출된 것이다. 특히 수학

은 개념을 토대로 여러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기능은 수리력을 논의할 때 항상 필요하다. 여기

에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태도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수학을 맥락이 있는 곳에서 활용하고 수학을 통해 학생들

이 갖추었으면 하는 자세나 인성을 포함한 것이다. 수리력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은 ‘자료와 가능

성’에서 ‘가능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등으로 수학교육 고유의 표현에 대한 이견으로 보인다.

2.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리력 제시 방안

국가 교육과정에 수리력을 제시하는 방안을 두 가지 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리력이라는 용어

와 개념만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리력의 개념과 수준을 모두 제시하는 방안이다.

가. 총론에서 수리력을 정의하고 각론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하는 방안

교육과정 총론에서 수리력을 제시하고, 교과 교육과정에서 수리력이 요구되는 ‘성취기준 해설’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수리력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방안이다. 그 구체적 예시는 [그림 Ⅳ-1]과 같다.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사회과 교육과정에 각각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교육과정 총론의 ‘교수 학습’ 부분]

▫생활을 영위하고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수량적, 공간적 정보를 다루고 활용하려는 태도와 능력인

수리력을 교과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사회과의 ‘성취기준 해설’]

(9) 시장경제와 가격

(나) 성취기준 해설

▫ 가격에 따른 구입 희망 수량, 판매 희망 수량을 도표로 정리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스스로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Ⅳ-1] 국가 교육과정에 수리력을 도입하는 첫 번째 방안

이 방식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특정 교과에 관계없이 교수 학습에서 수리력을 강조하여 지도할 것을 명시하였

으며, 수리력이 요구되는 교과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명시하였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초 중학교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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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리력의 범주가 넓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각 교과에서 수리력을 어느 정도로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교과 내용과 관련된 수

리력을 다루는 교수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리력의 수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

당 교과 내용에서 다루어야 할 수리력의 수준이 명료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나. 총론에서 수리력의 정의 및 구성 요소를 수준별로 제시하고 각론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은 호주처럼 초 중학교 학년군별로 필요한 수리력을 제시하고, 이를 다른 교과 등에서 선택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력을 지식, 기능, 태도로 그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

수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전문가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강○○ 교수: 교과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과학의 힘과 운동 영역에 계산, 규칙성, 그래프, 비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울 때 필요한 수학 내용이 무엇인지를 수리력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적 기능도 이런 것을 하여 ～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본다면 기능의 측면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 되

요.

박○○ 교수: 예전에 초등학교 1～2학년 슬기로운 생활이 나왔을 때 했던 방식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 교수: 내용에다 기능이나 성향을 넣어주면 각각 필요한 것만 꺼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기능

만, 아니면 태도만, 개념만.

전문가 협의회(2019. 7. 9.)

이 방안은 수리력의 정의뿐 아니라 구성 요소별 수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총론 교육과정에 제시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학년군별로 제시되고 있고 수리력의 내용 지식은 수학 교과 교육과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

리력의 지식 요소는 학년군별로 <표 Ⅳ-2>와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영역을 수와 연산, 기하(도형, 측정), 문자와 식, 확률과 통계(자료와 가능성), 함수(규칙성)으로 구분하는데, <표

Ⅳ-2>에서는 빅 아이디어 중심의 구분이면서 초・중학교 내용 영역의 구별을 짓지 않고자 수, 공간, 자료, 규칙
과 관계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학년군별로 각 요소에서 다루고 배워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였고,

코드를 부여하여 여러 교과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

문가 설문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수리력의 기능과 태도 측면의 내용은 <표 Ⅳ-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수리력의 지식은 학년군별로 수준

을 나누었으나 기능이나 태도는 학년군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4개의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1에서 4수준으로 갈수

록 기능이나 태도가 발전하는 양상으로 구성하였으나 1수준을 거쳐야 2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나

태도의 수준에 구분이 가능함을 총론과 타교과 교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표 Ⅳ-2>와 <표 Ⅳ-3>에는 전문가들이 수리력의 지식, 기능, 태도의 구성요소로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응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국어와 영어 전공자를 제외하고 18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지식에서 ‘공간’ 내용

의 평균이 4점 미만으로 다소 낮았다. 공간과 관련한 내용이 수학 교과 지식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

하고 여러 교과나 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태도의 2수준 내용 또한 CVR이 0.42

였는데, 이는 수학 교과의 필요성을 다른 교과 전공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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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 초 3～4 초 5～6 중 1～3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편

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수

[수지1-1] 네 자리 이

하의 수 개념
[수지1-2] 두 자리 수

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수지1-3] 한 자리 수

의 곱셈

[수지1-4] 분 단위의
시각과 시간 계산

[수지1-5] 길이의 표

준 단위와 어림

[수지2-1] 자연수와 소수

의 계열

[수지2-2]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수지2-3]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
인 곱셈,

[수지2-4] 나누는 수가 두

자리 수인 나눗셈
[수지2-5] 나눗셈 결과의

어림

[수지2-6] 분모가 같은 분
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수지2-7]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수지2-8] 초 단위의 시각,

길이, 들이, 무게, 각도의

표준 단위와 어림
[수지2-9] 삼각형과 사각

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수지3-1] 덧셈, 뺄
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수지3-2]분모가 다
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수지3-3]소수의 곱
셈과 나눗셈의 계산

[수지3-4]분수와 소

수의 관계
[수지3-5]어림값을 나

타내는 방법

[수지3-6]평면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수지3-7]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수지4-1] 자연수, 정

수, 유리수, 무리수, 실
수의 개념

[수지4-2] 유리수의

사칙계산
[수지4-3] 근호를 포

함한 식의 사칙계산

[수지4-4] 문자를 이
용하여 나타낸 식 계산

[수지4-5] 방정식과

부등식

4.29 0.69 0.75 4.34 0.83 0.67 4.08 0.92 0.58 4.20 0.77 0.75

공

간

[수지1-6] 삼각형,
사각형, 원의 등의

모양

[수지1-7] 여러 가
지 입체도형의 모양

[수지2-10] 기본적인 평
면도형의 간단한 변환

[수지2-11]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과 사각형
을 분류

[수지3-8] 도형의 합

동과 대칭
[수지3-9] 직육면체,

정육면체, 각기둥, 각

뿔, 원기둥, 원뿔, 구
와 같은 입체도형의

성질

[수지4-6] 기본도형,

평면도형, 입체도형의
성질

[수지4-7] 도형의 합

동과 닮음 조건
[수지4-8] 피타고라스

정리

[수지4-9] 삼각비

3.95 1.16 0.42 3.95 1.16 0.42 3.87 1.19 0.42 3.83 1.09 0.42

자
료

[수지1-8] 기준에 따
른 자료 분류

[수지1-9] 표나 그래

프로 나타내기

[수지2-12] 자료를 수
집, 분류, 정리하여 자

료의 특성에 맞는 그

래프로 나타내기

[수지3-10] 여러 가지
현상을 체계적으로 수

량화하거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하기

[수지4-10] 여러 가지
현상을 체계적으로 수

량화하거나 그래프로

정리

4.70 0.46 0.42 4.70 0.46 1.00 4.65 0.57 0.83 4.54 0.72 0.92

규
칙

과

관
계

[수지1-10]규칙을 찾

고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나타내기

[수지2-13] 규칙을 그림이

나 식으로 나타내기

[수지3-11] 비와 비율

(백분율)

[수지3-12] 비례식

[수지4-11] 그래프 표현
과 해석

[수지4-12] 일차함수의

의미와 성질
[수지4-13] 이차함수의

의미와 성질

4.33 0.81 0.75 4.37 0.82 0.75 4.41 0.05 1.00 4.45 0.72 0.92

<표 Ⅳ-2> 학년군별 수리력 지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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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1 2 3 4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기능

[수기1-1] 자연수의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수기1-2] 자료를 정

리하여 표나 그림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수기2-1] 간단한 실

생활 문제를 수학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기2-2] 논리적 추

론 과정이 올바른지

점검할 수 있다.

[수기2-3] 수식, 그래

프, 도형 등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수기3-1] 복잡한 문

제를 수학적으로 해

결할 수 있다.

[수기3-2] 표, 식, 그

래프 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다른 표현으

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

[수기3-3] 공학적 도

구를 활용하여 수학

적 사실을 탐구할 수

있다.

[수기4-1] 어떤 사실

이 참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

[수기4-2] 자신이 알

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할 수 있다.

4.50 0.51 1.00 4.39 0.78 0.75 4.04 0.63 0.58 4.41 0.88 0.83

태도

[수태1-1] 상황을 식

이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

을 가진다.

[수태1-2] 물건 구매

등의 상황에서 수학

을 이용하려는 시도

를 한다.

[수태2-1] 실생활 문

제에서 수학을 활용

하려는 데 자신감을

갖는다.

[수태2-2] 교과 학습

을 위해 수학이 필요

함을 인식한다.

[수태3-1]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

으로 설명하려 한다.

[수태3-2] 결론이나

과정이 옳은지 확인

하려 한다.

[수태3-3] 수학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수태4-1] 근거에 의

해 일상생활의 정보

(미디어나 글) 등을

비판한다.

4.20 0.83 0.67 4.00 0.95 0.42 4.13 1.01 0.58 4.58 0.71 0.92

<표 Ⅳ-3> 수리력의 기능과 태도 수준

이와 같이 수리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타교과에서 이를 반영하기 용이하다. 예를 들어 [그림 Ⅳ-2]와 같

이 사회과 성취기준 해석 부분에 코드를 기록함으로써 수리력과 관련된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밑줄 친 부분을 추가 기록한 것이다.

[사회과의 ‘성취기준 해설’]

(9) 시장경제와 가격

(나) 성취기준 해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스스로 도출하도록 가격에 따른 구입 희망 수량, 판매 희망 수량을 도표로 정

리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도록 한다(수리력 [수지4-12], [수기1-2], [수태1-1] 반영).

[그림 Ⅳ-2] 국가 교육과정에 수리력을 도입하는 두 번째 방안

이와 같은 방식은 학년군별로 다루어야 할 수리력의 범주를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수리력이 요구되는 교과에

서 다루어야 할 수리력의 수준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다만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성

취기준과 그에 따른 해설은 해당 교과의 교육 내용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리력을 지나치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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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교과의 교육 내용에 비하여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닌

다. 따라서 관련 교과에서 수리력을 다룰 때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국가 수준에서 초 중등교육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 필수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이때, 수학은 공통 필수 교육과정의 주요 교과로서 가치를 지니며, 수리력은 수학 교과의 범위를

넘어서 기초 학력의 주요 영역으로서 미래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학

문적인 측면에서 수리력의 필요성과 PIACC에서 강조한 수리력의 정의 등을 중심으로 수리력에 대한 이론적 탐

색을 수행하고, 수리력이 반영된 국가 교육과정의 사례로 영국, 캐나다, 호주의 교육과정을 분석 종합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협의회와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수리력의 국가 교육과정 도입

필요성과 개념 및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리력을 제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기초 학력으로서 수학 또는 수리력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적합한 정의와 체계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수리력의 필요성과 개념을 수학 전문가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교육과정 총론과 더불어 사회, 과학 등 타 교

과에서 수학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교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검토받고 구체적인 요소를 도출해 내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도구적인 성격을 갖는 수리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서 수리력의 제시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로 개발하고, 그 장단점

을 논의하여 앞으로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

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 수학과의 교육 내용과 수리력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명료화되어야 하고, 앞으로 수학 교과와

수리력이 각각 어떻게 관계를 맺어 상호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 발전되어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최종안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리력과 수학과 성취기준이 독립

적으로 개발되면서도 관련성에 대한 개념 구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리력을

핵심 역량과는 구분되는 기초 학력의 영역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수리력을 핵심 역량의 일환으

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 역량의 제시 목적과 역할에 따라 수리력의 위

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타 교과에서 수리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와

과학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예시만 제안하였다. 추후 미술, 음악, 기술 등 수

리력이 도구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수리력의 수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리력은 수학과에 국한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의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교과 간의 연계와 융합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즉, 교사 수준에서 전공 교과와 관

련 교과의 연계와 융합의 경험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열린 자세로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서의 타교과의 필

요성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수리력의 실질적인 구현이 학교 교육에서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사 교육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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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here the national curriculum is run, can change school education by specifying basic competence in the 
common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for students to pursue school learning and real life. The 
numeracy as a basic competence should not be limited to mathematics, so it needs to be specifi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covering several subjects and guided through various subject curriculums. To this end, the study proposed 
concepts, components, and levels of numeracy and proposed ways to reflect them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other 
subjects' curricula. To ensure its validity, the UK, Canada and Australia curriculum are analyzed,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proposed for various education experts. This study proposed two ways to briefly state the numeracy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o imply the contents related to the numeracy in each subject curriculum, and to present the 
concepts, components and levels of numeracy in the national curriculum in detail and to describe numeracy code in 
each subject curriculum. These suggestions obtained high consent fro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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