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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흥미도 증진을 위한 방안 및 고찰

김 택 희 (오하이오 주립대학 메리온 캠퍼스)

1. 서 론

2007년에 거행된 TIMSS (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보고서

에서 8학년만 참석한 한국학생들의 성적은 597점을 기록하며 1위인 타이완과 단 1점차로 2위라는 좋

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 성적은 1995년도에 비해 16점이 나아진 것으로 상위 경쟁국인 일본이나 싱

가포르의 점수가 하락한 것에 비한다면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현상이다. 이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15세의 수학 과학 점수 분석을

위한 국제 학력 평가인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6년도 시험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 중에서 핀

란드에 1점 뒤지는 547점으로 2위를 기록하여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우수 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최상위 권인데 비해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바닥권

이라는 사실이다. 수학 점수가 높은데 비해 수학에 대한 관심 및 흥미도가 낮다는 것은 이 들의 시

험 성적은 좋지만 앞으로 수학이나 과학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자연과학과 공학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장래가 걸린 과학인재 양

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잘 알려진 사실대로 한국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이유가 입시 위주의 학습과 과도

한 사 교육 때문 일지라도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서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재미있게

배움과 동시에 사고력이 증진되는 유익한 과목으로 전환 시키는 일들은 수학 교육자들의 몫이다. 미

국 학생들은 PISA 2006에서 한국학생들에게는 물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474점을 기록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의 최상위권 분포가 1.1%인데 비해 미국 학생들은 1.5%라는 사실이다. 이

것을 전체 학생 비율로 환산에 보면 미국의 최 상위권 1.5%는 약 70,000명의 학생들에 해당한다. 물

론 최하위 권에 속한 학생 수도 미국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수학 과학 분야에 종사하며 앞으

로 공학이나 자연계에 공헌하게 될 실질적인 인재들은 이 상위권에서 나온다고 볼 때 점수 분포도로

만 각 나라의 수학 실력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 해 질수 있다. 사실 미국 학생들의 점수가 평

균적으로 낮은 것은 흑인 및 라틴계 등이 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립학교의 학생들의 너무나도 낮은

수학 실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학생들이 국제 학력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장래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학, 과학 그리고

공학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가의 장래는 물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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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수학이 어렵고 힘들고 지루해서 쉽게 포기하는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연구가 시급하다.

2. 선행 연구 고찰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 2000)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논리적인

사고력, 분석력, 그리고 평가력을 증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상급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

들이 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능력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가르칠 가

치가 있는 것이다.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분석력, 그리고 평가력은 수학을 개념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그 능력이 증진이 되지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을 배우거나 연습 문제들을 반복

해서 푼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문제를 풀고 학생들은 경청하는 그런 일방적인 강의 중

심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흥미를 잃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Hannula(2002)에 의하면 강의 중심의 교육은 특별히 공부가 뒤쳐진 학생들에게 가의를 듣는 자체

가 큰 부담이 되며 계속 흥미를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학생들이 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는 진도 때문에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될 때 학생들은 크게 낙담이

되서 사 교육을 찾게 되는 것이다. McNair(2000)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 형태로는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 분석력, 그리고 평가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ggen & Kauchak

(1995)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수업 형태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배우는 수업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즉 교사는 수업을 이끌면서 학생들

이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 형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NCTM(1989, 1991,

2000)이 제시한 두 가지의 중요한 권장 사항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도를 함양시키기 위해 첫

째는 수학 교과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해서 가르칠 것과 또 하나는 교사 중심적 학업 형태가 아닌 학

생들이 직접 사고하고 판단하는 학생 중심적 학업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NCTM이 새로운 수업 형태로의 전환을 제시한지 거의 15년이 넘도록 미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비평에 크게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Silver & Stein(1996)에 의하면 미

국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원인이 NCTM의 수학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 되었

다기보다는 일선에서 이를 수용하고 가르쳐할 수학 교사들이 NCTM Standards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며 새로운 형태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데 이들을 재교육 시키는데 소홀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했다. Hoff(2003)가 거행한 연구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수업 형태는 늘 해 오던

교사 중심의 학업 형태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는 같은 결론이 나왔다. 수학 교육의 개혁을 시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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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이 넘도록 학업의 증진은커녕 거의 모든 면에서 성취된 것이 없고 도리어 학생들의 실력만 나

빠졌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을 개선하려는 NCTM은 마침내 TIMSS에서 미

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매번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이 나타나 고무되고 있다.(<표 1> 참조) 즉

2007년에 거행된 사학년의 경우 1995 년에 비해 11 점이 나아졌고 8학년은 16점이 나아졌다. 특별히

4학년의 10%와 8학년의 6% 학생들이 최상위권 분포에 속했는데 이것은 국제 평균치인 4학년의 5%

및 8학년의 2%를 웃도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미국 수학 교육의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한 면을 말해 준다.

년도 4학년 평균점수 8학년 평균점수 4학년 최상위권 % 8학년 최상위권 %

1995 518 492 9% 4%

1999 N/A 502 N/A 7%

2003 518 504 7% 7%

2007 529 508 10% 6%

<표 1> TIMSS 미국 학생들 수학 점수

3. 흥미도 증진을 위한 연구

가.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십 오년 동안에 발간된 NCTM Standards에 관한 논문 중에서 얼마나 많

은 논문들이 흥미 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내려진 결론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을 통

해서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 도를 향상 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나. 논문 발췌

본 연구에 사용되기 위해서 논문을 선택한 기준은 NCTM Standards가 제시하는 개혁적인 교수

방법을 한 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는 논문이며 이 중에서도 수업형태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위주로 선택하였는데 그 논문가운데는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표 2> 참조)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업 형태가 수학에 관한 흥미 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로 한정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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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instruction connected to real life situations 16 편

Using technology 51 편

Hands-on or group activities. 33 편

Problem-based instruction 9 편

Form of constructivist teaching and learning 10 편

합 계 118 편

<표 2> NCTM Standards 가 제시하는 개혁적인 교수 방법의 예

여기서 많은 논문들이 두 개 영역 이상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실생활(real life

situations)에도 속하며 또한 문제 중심적 (Problem-based instruction)인 수업 형태에도 속할 수 있

어서 핵심 상황에 따라 단지 구분을 하였고 더 상세한 분석은 피하였다. 또 Using technology에는

computer-aid instruction(CAI)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업과 계산기를 응용한 수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118개의 논문 중 NCTM Standards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도에 통계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를 한 논문은 104개로

적어도 88%의 논문이 NCTM Standards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학습을 진행 했을 때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흥미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NCTM이 제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수학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표 3> 참조)

흥미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흥미 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4 편 14편

88% 12%

<표 3> NCTM Standards 중심의 수업이 흥미 도에 미친 논문의 통계 결과

위에 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논문의 14편 전부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수업 형태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Klein(1993)의 CAI 연구나 Soeder(2001)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

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수업 형태에서 학생들에게 실력이나 흥미 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테

크놀로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수학 교육에 맞추어서 사용하느냐에 따

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 형태로의 개발이 선행되어

야 테크놀로지에 대한 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며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4. 결 론

NCTM이 수학 교육의 개혁을 위하여 제시한 방법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수학 공부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 한다고 많은 논문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학생들의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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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분석력, 판단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일방통행식인 강의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

들 스스로가 직접 사고하며 문제를 스스로 풀며 토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들을 실생활과 연결시켜야 효과적이라는 결론이다. 이와 더불

어 테크놀로지를 많이 동원한 학습 방법이 효과적인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학습내용과 밀접한 교

과과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시급한 것은 NCTM이 제시하는 방향

으로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느냐이다. 미국이 학생들의 실력 증진을 위해 20여년간 수 조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기록된 의무 교육이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

는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 특히 빈민학교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물론 서민층에 해당되

는 수많은 흑인학생들을 비롯해서 신 이민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히스패닉 계통의 교육 수준이 쉽

게 향상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NCTM이 제시하

는 방법으로 가르칠 양질의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있다. 수많은 논문들과 여러 가지 경험

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이 설정된 후에도 그것을 실행해서 가르칠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

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이 얻은 교훈이다.

한국도 수학교육에 대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수학 교육의 목표를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기르는”(교육인적 자원부, 2006)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중심의 일방통행식의 강의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하나 한국 학생들이 국

제 학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도 우려할 만한 사실 중의 하나는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입시 위주의 학업 및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이다. 이재경(2007)의 연구에 의하면 8학년(중2) 미국 학

생들이 수학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 평균 약 20분의 사 교육을 받는데 비해 한국 학생들은 수학에서

만 무려 6배가 넘는 1.2시간을 보낸다. 이것을 일 년으로 환산한다면 미국과 한국 학생들의 공부 량

의 차이는 엄청나며 결국 학교 수업량으로 기준한 국제 학력 평가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나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한 수학 공부는 뒤쳐진 수많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도

를 반감시키며 열등감은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을 혐오하게 만들며 결국은 이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

대체 수단인 사 교육장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모든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끔 만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무리 좋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가 뒷받침 하여도 교사들이 이를 소화해서 각

교실에 까지 이 개혁의 효과가 파급되기에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니 한국의 개정 교육

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의 개혁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

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1997년에 발간된 미 대통령의 과학과 기술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에 의하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이

용한 학습, 그리고 교육 공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양한 수

학이나 다른 자연 과학에 대한 학습법이야 말로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학생들에게 수학을 공부하도록 바른 동기를 부여하여 흥미 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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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우수한 커리큘럼의 개발은 수학 학습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점점 더 발달해 가는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선진 국민을 양성해 내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에 속한 자그마한 나라가 아니다. 빠른 성장과 우수한 수출 상품으

로 인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으로 더욱 더 뻗어 나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따라 올 수 없는 우수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세계를 주

도할 수학 교육의 향상임을 말하고 싶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며

분석 판단하는 수업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하며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비교사들

을 바로 양성할 수 있는 수학 교육의 교과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5. 몇 가지 제안

첫째: 수학에 대한 흥미 도의 향상과 바른 동기 부여를 위해서 개정 교육의 바른 실행의 필요성으

로 수학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개혁의 선행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시험이나 점수 위주의 수학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업 방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학 교사들의 재교육과 더불어 학회 참여의 권장이 필수적이며 참석한 교

사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수학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 교육이 따라올 수

없는 좋은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가 단지 도구만이 아닌 수학 학습을 돕는 매체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

과정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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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ommon that whoever is having a very low achievement level in mathematics has a poor attitude 
toward mathematics. However, it is totally opposite when we look at the case of Korean students. On 
several studies on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Korean students 
recorded a top ranks among the nations. However, their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are very poor; almost 
at the bottom in international assessment among other countries compared to international pe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and 
teaching methods and to analyze finding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within the last 15 years.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not only to understanding a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and teaching methods, but to provide guidelines for how students'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can be impro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