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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學홉 數훌훌훌f目 數育課￥풀의 指導틴훌훌 運혜붙 學力

安 位 鍾

I. 맑究의 目的

數學敎育의 現代化運動은새로운 方向을 제시하였고， 따라셔 數塵科의 擊

力 역시 從來의 理解， ~幾홉일， 觀度에서 數學的思考와 같은 새로운 것을 要求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때플 맞이하여 새로 改正된 數學科 敎育課程이 어떠한 學力을

要求하고 있는가， 또， 바람직한 學力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將

來의 數學科 敎育課쩔의 改正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本 짧究의 目 的이 았

다.

I. 數學科의 學力

1. 學力의 定義

學力이란 擺;웅은 지극허 막연하고 모호하며 복잡 다양한 意珠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다로 定훌훌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짜라서 여기서는 學力이 原來 가지고 있는 모든 뭇을 포두 밝혀려는 젖이

아니고， 本陽究가 노리고 었는 學力의 意味만을 規定혜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見地에셔 우션 Dyer [6J의 學力에 對한 定義를 알아본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見地에서 學力의 評價를 말하고있다.

첫째 學力이란 問題解決의 過뚫이나 學習指導얘서 學習한 資料룰 얼마나

잘操作(operation)할 수 었느냐에 依한다.

둘째 學習者가 어떤 分野에션 될쩔쩔하71 以前과 學習을 마찬 以後애 어떤

差異(difference)가 있느냐에빼依환다.

學習揚導라는 見地에서 學力올 生覺할수 있고 評價라는 見地에서 學力을

生覺활수었는 것이 라고 말활 수 았다- 前者의 것은 學習者가 까지는 本質的

언 것율 훌味하는 것이고， 後者의 것은 學力의 向上을 측정에 依하여 냐타

내si져 하는 結果的언 것을 寬味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敎育課程의 指導目훌훌륭 分析하여 數學科敎賣의 力훌훌울 정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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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져하는 것아므로 前者의 見地에서 數驚짧의 쩔훌力쏠 規‘훨하고져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셔는 數學휩의 學餐活動에셔 우엇을， 에떻게， 앨마나 擺

作활 수 았느냐라는 見地얘셔 學力을 定훌훌하확 觀옮이 可홉활한 것에 限定키

풍향다.

2. 數훌훌훌훌뚫의 目훌훌외 構歲

여 71서는 指導目鷹의 分折올 運하여 數擊용~.s객 擊力을 청렵하고져 하는 것

이며， 이에 앞셔 中擊俊 數훌훌科 指導目標훌 웰아보고자 환다.

數學짧 數育홉果釋의 指훌훌 目 훌훌는 -훌훌 目 훌훌와 學年 目훌훌로 提행되 어 았다

難目廳는 3年聞의 數塵數育올 通하여 達成되어야활 數學科의 特性을 鍵示

하고 았으며 여기애는 수학과의 特性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6 가차의 擔導

目魔가 들어았다. 그려나 야것이 곧 學習指導에 았어서 學力과 一敎하는 갯

은 아냐다.

1. 數學的 훨象(Objects)

2. 數學的 構鎭(8πucture)

3. 數學的 思考 (T파n합ng)

4. 數擊的 文章〈싫nguage)

5. 數흉훌的 技龍(Tee뼈ics)

6. 廳用 (AW표.cation)

그러냐 學年目樓애는 各醫年ol1셔 指導되어야 활 內짧야 集約되어 提示되

어 았다. 그려므로 여기서도 醫力야 抽龜的으로 提示꾀어 았올뿐 具홉훌的으

로 提示되져는 봇하고 있다-

3. -훌훌目훌훌외 分折

-離目樓에서는 3年間의 數擊敎홉율 通하여 달성혜야할 數學數育의 理由

률 提示하고 었다는 것온 이 D1 위얘셔 발한바 있다. 여치셔는 行動目觀와

灣點에셔 이흘 分折하기로 한다.

中擊擬 數擊科 數育課鐘의 一훌훌目 樓는 다용과 같다.

(1) 답常生活의 여 려 가지 事觸의 現狀을 數理(r양으로 思考하는 鍵驗을 通하

여 數學의 基鍵的 癡짧， 隱理， 홉則올 理蘇시칸다.

즉 數學的 知훌훌을 數擊的 思考옳 통하여 理解시킨다는 첫이다.

그려므로 여꺼서는 數瓚的 知識， 數醫的 思考， 理解가 指導의 接心으로

되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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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數理的 事寶에 관한 基鍵的언 原理을 간결하고 明確하게 表現하는 能力

을 기른다-

즉， 數學的 知識을 數學的 文章으로 나타낼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數學的知識， 數學的文章， 能力이 指導의 孩心으

로 되어었다.

(3) 數學의 基鍵的인 知훌훌과 技能을 習得시키고， 이률 能率的으로 活用하여

創意的으로 問題활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거른다.

즉， 數學的知識과技能을 習得시키고， 이를 活用하고 鄭j意的으로 問題를

解決할 수 았는 能力을 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技能이라고 하는

것은 數學的知識을 처리하는 技術과 이를 理解하는 能力을 포팔적으로 냐타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數學的知識， 技術， 技能， 能力이 指導의 核心

으로 되어 있다.

以上 一般目標에는 다음과 같은 要素를 들출 수 있다.

1. 數學的 知識

2. 數學的 思考

3. 理 解

4. 數學的文章-技術-

5. 技 能

6. 能 力

여기서 나타난 數學的 文章은 그 自體로서는 하나의 數育的 的識이고， 이

것을 學力으로 分類할 때는 技術， 技能， 能力으로 分類되어야 한다. 흩n數學

的文章으로 간결하게 表現하는 技術과 이것을 처리활 수 있는 技能을 갖게

하고， 또 이를 創意的으로 活用하는 能力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6 가지 要素를 다시 表現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數塵的 知識 2. 數學的思考
3. 理解 4. 技術

5. 能技 6. 能力

4. 學年텀標의 分析

學年目標에서는 각學年에서 도달해야할 指導內容을 집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一般目標와 마찬가지로 行動텀標의 觀點에서 分析하여 學

力을 추출하고져 한다.

<1 學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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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集짧
集合의풋을 파악하는 能力을 기른다. 郞， 理解와 思考를 통하여 二L 擺옳

을 파악활 수 았는 顧力율 기른다는 갯아다..그려냐 여가셔 말하는 龍力01

란 集合의 째념을 理解하여， α1풀 文童으로 냐타내는 顧力올기르는것아다.

(파) 활와 앓훌훌훌

有理數의 範圍에셔 數훌훌系의 代數的構邊의 理解률 얄재 하기위하여， 文字

률 便用하여 ::L 構造률 關確하게 아혜 시컨다.

(잡i) 方￥풀효과 추측훌효

측等흉i옳용i팍4 不측等뿔i式￡와 환握k質융융융j↓ II~:

올 풀수 았계하여야환~

(iγ) 훌훌t關餘

集合에」에의 짧廳關짧훌 考察함으로셔 廳數關係의 癡;훌을 理解하고 이흘

활용활 수 있는 能力율 기른다. 郞， 龍力야란 數學的知識을 數擊的思考폴

통하여 理解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v) 確率과 聽홉f

정우의 數를 고찰함으로써 確率의 뭇을 理解하고 야를 活周하여 統計的

처략의 廳力을 가릎다.

(vi) 團形

置觀的얀 윷쫓쫓쫓올 통하여 基本簡形을 構成하고 그 性質올 파악하는 基鍵聽

力훌 지른다.

<2學年>

0) 棄合
옮題플 論證하는 方法을 理解하게 하여 輪理的으로 思考하는 能力을 가륜

다-
(헤 數와 演算

數악 쩨팝폰올 導入하여 文字의 사용에 대환 計舞技龍올 기른다.

(iii) 方뚫式과 不等式

二JG~7k聯立方覆옳과 二元-‘ι앓聯立不等式을 풀수 았채 하여 흉홍쩔찢홉f훌짧of

관한 기초척안 소양올 갖추도록 한다.

(iv) 훌훌t蘭훌훌

~tX顧數의 그혜프와 一앓方舞꿇과의 關係흘 理解시차고， 이흘 活用활 수

있는 홈릎13을 가른다.

(v) 훌훌 훌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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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寶料를 統計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초能力을 기른다.

여기서는 知識과 技能을 관련 시키는 교육이 목표가 된다.

(vi) 圖形

合同이나 닮음의 構念을 通하여 簡形의 性質을 體係的으로 파악하게하여

變換職念으로 圖形의 性質을 보다 깊이 理解시킨다.

<3學年>

(i) 業合

없음

(퍼) 數와 演算

寶數의 範圍에셔 數集合의 構造를 究明하게 하여 二項演聲을 理解셔키고，

또 곱셈법칙， 언수분혜를 통하여 式을 能率的으로 다루는 技能을 기른다-

(iii) 方種式과 不等式

二앓方程式과 二*不等式을 풀 수 있게 하여 問題解決에 活用활 수 있도

록 한다.

(iv) 團數關孫

二lX빼數와 그의 그래표에 관한 性質을 파악케하여 이를 活用할수 있도록

한다.

(v) 績計

統計寶料의 여러가지 特性을 파악하는 方援옳 理解λl 킨다.

(vi) 圖.

圓에 관한 性質을 體系的으로 究明하여 펴다고라스의 定理와 三角比의 性

寶을 理解시키고， 이를 活用하여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tJ-上과 같이 各學年目標를 分析하여 數學科의 學力에 關係되는 要素률 추

출하면 다음과 같다.

(1) 數學的知識 (2) 數學的思考

(3) 理解 (4) 技衛

(5) 技能 (6) 能力

이들은 一般目標의 分析에셔 추출한 要素와도 一致하게된다.

여기셔 分析한 各要累의 반도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表률 얻었다. [3J

마옴 表플 보면 各學力의 要素가 學年別로 要素別로 잘 分布되어 었다고

는 할 수 없다. 따라셔 이 表에셔 나타난 먼도수의 大小가 곧 要素의 重要

폼이나 훨훌훌훌하는 뚫度를 냐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냐 이 要素의 分布歐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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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학년 I 1 學年 I 2 學年 I 3 學年 i 計

17 17 16 50

3 1 4

理 8 m 10 28

技 衛| 4 3 2 9

技 홉훌 4 3 2 9

홉g 力 7 3 3 13

計 43 37 33 113

는 一般目廳및 學年덤廳의 提示가 훨全한 것인지 아닌지롤 알아보는례 참고

자료가 될 수 았을 것아다. 이와 같온 見地얘셔 위의 分折 結果만으로， 볼혜

中學接數學科敎 育課種의 擔導目廳는 數擊科 學力이 찰 반영된 것이라고는

활 수 없다.

톰. 훌홉 홉

첫혜. 中擊接 數學科 指導目훌훌O휩셔 나타난 數擊敎寶의 學力용 數擊的옷g

識， 理購， 技衛， 技能， 龍力， 思考의 6 가지아다. 그려나 數醫學짧빼 있어

서 어떤 數學的事實올 처리하고자 하는 魔度는 위와 6가치의 學力에 못지

않채 重要하다. 략라셔 本般究에서는 數學교육의 力學위에 옳월度훌 더하여

7 가지로 퓨청한다.

둘째. 擔響텀廳에는 技衛， 技廳， 能力이 엄격허 區別되어 있지 않고， 包

括的으로 표현되어 았으나 이는障別되어야 한다.

셋째. 中學校 數學科 指導目廳는 數擊교육의 學力이 充分히 고려되어 - 構

成되었다고는 활 수 없다.

끌으로， 여기셔는 擔導目標만을 分析하여 擊力율 정렵하였오나 指鐘內쩔￥

까지 據張하여 分;ffi하는 짧究7} 必要하마.

따라셔， 이것을 바량으로 數擊科 數寶課鍵의 構成의 타당생율 검청하는

짧究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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