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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 *
조 한 혁**

I . 서 료드
L-

2000년 9월 27일에 미국 우주비행사이며 상원의원인 글렌에 의해 발표된 글렌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새 천년시대에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상당한 실력을 쌓아야 할 필요성

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국내외 직엽 전선에서는 광범위한 수학과 과학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매일 매일의 의사 결정에서 수학과 과학이 필요하다

셋째， 수학과 과학이 국가 안보 이익과 직결되어 았다.

넷째， 수학과 과학 지식의 심오한 가치가 우리의 공통적인 생활， 역사， 문화를 규정하

고 형성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가트쳐지는 소위 “학교수학”은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 정보화 시대의 수학이라기 보다는 선다형 평가 문제로 이루어진 대학입시용 점수

얻기 과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기에 외국의 학생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학생들이

수학 성적은 좋은 편이나 수학 학습에 대하여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학에 대한 자신감 역시 결여되어 있다는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결코 놀라운 것은 아

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문제 해결의 언어인 수학의 어떤 내용을 의미있고 효과있도록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 문제

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및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연구

둘째，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학교수一학습 이론의 구체화 및 수학 교수-학

습 환경의 개선과 정보화에 대한 연구

셋째， 전문인으로서의 수학 교사 양성과 임용 방법 그리고 교원 재교육에 대한 연구

넷째， 선다형을 중섬으로 하는 획일화된 학교 수학의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및 교원

임용 고시 평가에 대한 연구

* 2001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연구센터(팀) 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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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와 같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수학교육의 문제들을 통해 수학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수학 교육의 현대화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로 특정 지워지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점은 단순 기능인의 양성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인간의 육성에 두어져야 한다.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수학과의 역

힐은， 수학 학습을 통허여 수학의 기본적언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통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또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이

나 다른 과목의 학습에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 수

학은 수학적 지식의 단순한 암기나 문제풀이 등의 기능 숙달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수

학의 기본적인 지식， 즉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볍칙을 이해하고， 계산 기능을 익

혀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수학 교육의 중

요한 목표인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의 선장을 통해 급변하고 대량화하는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렇게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탐구하고 예측하며 논리적으로 추

론하는 능력， 수학을 사용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교환하는 능력， 설생활이나 다

른 교과 영역에서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등의

수학적 힘 (mathematical power)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수학적 힘이란 비정형 운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 뿐 아니라， 탐구하고，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수학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

학적인 규칙성을 발견하고 수학적 모델， 구조， 시물레이션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수학을 학습한다는 것은 수학을 배우는 수학 자체만의 의미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창

의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훈련， 정직성

을 함양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따라， 외국의 수학 교육의 최선 동향

및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 수학과 교

육 과정이 구성되어 발전되어야 한다.

2• 1. 수학 교수→학습 내용의 현대화

현재의 사회 변화와 과학 발전의 속도로 인하여 많은 지식들의 수명이 10년 또는 5년

이하이고， 따라서 사회와 과학 분야의 교과서 내용은 수시로 고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학교의 수학교육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질문한다. 또 어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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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대에 학교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를 질문하

며， 따라서 수학을 가르치는 시간과 내용을 줄이고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대

가 요청하는 특별한 수학 교과 내용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계산기가 없던 과거에는

주판 사용법과 로그자 사용법 그리고 제곱끈을 구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므쳤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서에도 알고리즘과 순서도 그리고 이산수학

의 내용 등이 새롭게 도엽되고 있다.

수학 교육의 목표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탐구하고 예측하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수학을 사용한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교환하는 능력， 실

생활이나 다른 교과 영역에서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등의 수학적 힘을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학 교육의 목표는 수학적 지

식을 머리에 저장시키고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있지 않

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제일 잘하며 지금도 고급 계산기는 고등 마적분학의 계산을

인간보다 더 잘하고 있다. 오히려 컴퓨터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수학적 언어를 사용

하여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수학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라한 이유로 쓸데없어 보이는 논증 기하학을 배워 무엇 하는가를 질문하는 학생에게 돈

을 주며 집에 가라고 했다는 플라톤의 얘기가 이해된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중

학교의 논증기하가 왜 필요한가를 질문하며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니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만일 플라톤이 살아 있었다면， 논증기하에서 보조

션을 긋는 것과 같은 것을 인간만이 할 수 있으므로 바로 그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논박할 것이다.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수학에서는 가장 추상적인 것이 가장 구체적인

것이라는 역설이 통한다” 라고 말한 것을 수학교육 관련자는 음미할 펼요가 있다. 이것

을 이해하기 위해 주기 함수에 대한 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근대에 천체 별들의 움직

임이 연구되었고， 수학적 논리 체계와 연산 법칙이 현대에 들어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의 제작과 실행을 가능케 했음을 생각해보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악 CD를 감상할

때에도 신용차드로 물건을 살 때에도 그리고 핸드폰을 쓸 때에도 수학적 원리의 power

가 작동하고 았다. 예를 들어， 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기 위해 카드 번호를 입

력하면 그 것이 암호로 바뀌어 통신이 되는데， 이라한 일에 사용되는 RSA 암호방식은

추상적인 정수론의 오일러 정리가 응용된 것이다. 또 책에 붙어 있는 ISBN 변호나 핸

드폰 등의 통선에는 이산수학의 코팅 이론이 사용되고 있다. 듀이의 말을 바꾸어 말하

면 “다른 여러 산을 보기 위해 먼저 수학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 (Climb a mountain to

see other mountains를 바꾼 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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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학 교수 학습 환경의 현대화

동일한 목표와 내용을 학생에게 지도함에 있어서， 그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학습의

효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학생의 능력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 도달을 위한 적합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구하도

록 해야 한다. 또한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같은 수학적 성향 및 태도가 수학

학습의 성취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학습 지도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보통의 일제

식 설명수엽 외에 토론， 프로젝트 수행， 탐구활동， 소집단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능력별 이동식 수업， 열린 수업， 개별화된 교수·학습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학 교수·학습에서 다양한 구체적 조작물 및 학습 기자재를 활용히여 개념， 원

랴， 법칙 등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계산기와 컴퓨터는 수학적 개념

의 이해，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연산 개념의 이해나 계산 기능의 숙달이 직접적인 학습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복참한 계산

이 필요한 경우에 계산의 신속성， 정확성， 능률성을 고려하여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므로 학교 교육

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정보화 도구를 활용한 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교수 방법과 교구가 오히려 수학 학습보다 더 강조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이 교육정보화언 것 처럼 생각하여 무리

하게 수학 시간에 쓰는 경우냐， 또는 활동을 너무 강조허다보니 수학이 없는 활동이 일

어나곤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의 면접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 도

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질문을 많이 하였는데， 여l전에는 그래도 논증적인 방법으로 대답

을 하곤 했는데， 요사이는 증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 불쑥 종이를 찢어 붙이면 된다고

하는 학생이 많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삼각형 종이를 찢어 붙이는 것도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배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AP, Honor 코스에 대한 우리교육의 방안도

필요하다. 즉， 수준별 교육을 위해 미국의 속진과정인 AP , Honor 코스와 같은 것을 우

리도 체계화시켜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28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사교육의

교육 시스템도 공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조 방안과 자립형 사립학

교와 같은 시스템을 추구하여야 한다



수학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 133

2-3. 수학 교원 양성과 염용의 현대화

수학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여 그것과 관계가 있는 내용을

확산적으로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원리와 개념을 알면 그 원리와

개념에 관계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수학의 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주어진

한 현상을 피상적 구조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 구

조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이 왜 소수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교사들에게 설문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사

들은 “그것이 약속이다” 라고 답하였다. 흔히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

가 수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는 단지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은 무의미한(형식적인) 약속의 학문이 아니다. 수학에서 소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1

을 소수가 아니라고 정의한 이유는 자연수에서 소인수분해의 유일성을 보전하기 위한

선택에서 취해진 정의인 것이다 포앙카러1 (Poincare)가 지적했듯이 수학의 정의는 주어

진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취해진 최적의 선택이다.

좋은 수엽이란 감동이 있는 수엽이다.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교사가 가르치

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서 재해석할 수 있

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의사， 판사， 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전문직이

다. 따라서 아무나 의사면허 없이 병원의 의사가 될 수 없듯이 학원이나 기타 교육 관

련 교사에 대한 규정과 규제도 필요하다. 학원교사의 자격증과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의

교과과정 공개 및 학원교사의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학원

교사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은 커녕 공립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고사의 평가에도 많은 문

제점이 있다. 다음은 임용고시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 것이다.

@ 임용고시에서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은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수학의 경우 복

수전공 가산점으로 상대적 피해를 입는 예비 교사가 생긴다. 예를 블어 수학 교사가 꿈

인 A학생은 수학 전공에 관한 수업을 많이 수강하고 보건교육 전공자인 B는 보건교사

의 길이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수학교육을 복수전공 히였다고 하자. 이 경

우 B가 A보다 수학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학 교사를 꿈

꾸며 수학적 소양을 많이 쌓은 A의 입장에서 복수전공 가산점은 불리한 것이 된다. 실

제로 B가 A보다 수학적 소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복수전공이 교사의 전문

성을 떨어뜨렬 수 있는 점이 아난가 생각된다. 두 개의 복수전공에 필요한 만큼의 학점

을 수학 하나의 전공에 투자한 학생도 당연히 복수전공 학생의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특히 7차 수학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을 가트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준비한 예비교사에

게 복수전공을 한 학생과 똑같이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옳다. 또한 목적대학으로 세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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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학생에게도 가산점을 주어 우수한 인재가 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전에 독학으로 수학분야의 학사학위를 얻으려는 학생 36명을 위해 각 과목의 전

공교수가 전공별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았다. 그런데 그 보다 훨씬 중요한 임용고시를

소수의 교수가 출제를 하기에 각 전공별로 책임있게 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학생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섬지어 대수 전공의 교수가 출제에 들어가면 대수는 교과서 마지막까지 공부하

고 다른 분야는 교과서 앞부분만 공부한다고 한다. 또한 수학교육의 경우는 출제자에

따라 문제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출제자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의

강의록을 복사하느라고 북새통이 일어난다고 한다‘ 36명을 위한 독학사 시험도 각 전공

별로 교수가 출제를 했는데， 하물며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뽑는 임용고시를 전공별

로 출제를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일 것이다.

3 학생은 교사 이상으로 자랄 수 없다. 따라서 수학 실력이 없는 교사는 학생을 자

신 보다 더 가르칠 수 없다.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와 대학 수학의 기초만 다루는 임용

고시는 결국 사범대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불러오고， 결국 소위 이해찬 1세대 학생들

에게서 보는 실력저하를 수학 예비교사에게서도 보게 된다. 요사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

이 많은데， 학생들이 좀 어려운 문제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께는 질문을 않고 학원

선생님께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학생틀에게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둘 중에 누가 더 잘 가르치는가 설문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소비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경쟁이 적은 획일화된 제도에 자립형 사립교와

같은 경쟁 체계를 도입하여， 실력있는 교사가 우대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

한 사범대에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설력있는 예비교사가 임용고시에서도 고득점하

도록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현재 어떤 대학에서는 4학년에서는 정규 교과목 대선에

임용고시 준비 강의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은 노량진의 학원 선생님이

뽑은 정도의 전공 공부만해도 된다고 하며， 대학의 전공 과목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이 교단에 서변， 결국 그 교사도 학생들에게 엽시를 위한 요령 밖에는 가르

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임용고시가 우수한 인재를 교단으로 보냈는가? 과거 의무 발

령제를 통한 교사가 오히려 치열한 임용고시를 거쳐 들어온 교사보다 나은 점이 많다는

여론이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한 번의 시험으로 뽑는 임용고시를 보강하여 목적대학인

사범대학을 우수하게 졸엽한 학생이 교단으로 가는 길을 넓혀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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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학 교육 평가의 현대화

우리가 직변하고 있는 수학 교육에서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잘못된 학습

평가의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에 미

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 현실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습 평가가 수학

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의 평가보다는 수학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나 단순 문제 풀이

기교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부분 션다형으로 수학

적 능력을 평가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에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주관식 지필검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관찰 및 면담 등 과정 위주의

수행평가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주관식 수학 평가가 다시 부활하여야 하며， 대

학 자율에 맞추어 수학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은 수학 본고사와 어려운 수학 문제는 수학 과외를 유발하고 이

러한 과외가 사회적 괴리감을 만든다는 이유로 금지하여 왔다. 그렇지만 쉽게 낸다고

해서 과외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또한 쉽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

이 과연 교육적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수능에서 수학 시험 점수는 100점 인데 수학실

력은 0점이라는 웃지 못할 일이 서울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수학 평가의 목표

인 수학적 사고력의 평가가 불가능해지고 었다. 제 7 차 수학과 교육 과정은 ‘수학적 힘’

의 선장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다시 시도되어

야한다.

3. 수학 교육의 정보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

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시간의 10% 이상을 기술공학적 교구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실에까지 전용선이 설치되고 있다.

사실 우리 나라 학교 현장의 하드웨어 기반 시설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을 알만한 사람

은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인 기반 시설에 합당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환경이 학교와 가정에 조성되고 있는가?

어떤 학교에서는 노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인터넷으로 음란 사이트에 못가도록 교

실에 들어온 인터넷 선마저 작동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학교에서 2년 정도

만 지나변 고물이라는 소리를 늪는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 기자재가 방치되어 있다. 지

금이라도 교육정보화에 대한 패리다임과 목표를 확실히 정하여 교육 정보화를 마무리하

여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정보회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의약분엽이나 공적 자금

집행에서와 같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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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학교의 PC를 교체하는 일과 교단 선진화 사업 그리고 교육용 컨텐츠에 막대한 예

산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라는 소리는 “시설과 교수 자료가 부족해서 교육

정보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3-1. 하드웨어 ( 언터넷 > 컴퓨터 )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한 교육정보화 패러다임 확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PC와 CD-ROM을 통한 teaching에서 서벼와 언터넷을 통한 learning으로 패라다

임을 바꾼다. 또한 PC 개념에서 네트워크 언터넷개념으로 교육용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인터넷의 등장은 “교육 공간” 개념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학교 교실

개념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실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teaching 보다

lea디ng에 더 강조점을 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는 사회 교육적인 변화가 일

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은 PC 와 CD-ROM 위주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교육정보화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PC 개념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개념으로의 발상 전환， 그라고 컴퓨터를 통한 teaching에서 컴퓨터를 통한

learning으로 강조점을 옮겨야 한다. 여기서 컴퓨터를 통한 teacl꾀ng←learning이 학교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려면 인터넷의 개념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무선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쓰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이버 배움터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

때가 올 것이다. 또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은 조그만 노트북을 들고 다닐 것이며， 학생들

은 핸드폰 또는 PDA를 통해 채탕과 게임 그리고 학습 할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

히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며 교육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은 핸

드폰에서 작동하는 팩맨이라는 게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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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 에서는 기술공학적 교구를 teaching 방법의 도구로 강

조하는 면이 없지 않다. 올바른 기술공학적 교구의 이용은 teaching은 물론 learning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서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은

접근을 할 수 없고 단지 앉아서 비디오 보듯이 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다.

Teaching은 물론 learing 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은 소위 마이크로월드 (MicroWorld)

환경이다. 마이크로월드가 제공하는 교수 학습 환경은 대상불들(objects)과 대상물들의

조작(operations)이 함께 존재하는 학습을 위한 컴퓨터 환경 이다. 다음은 교육정보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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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 예산부족
하드웨어

]:[1
A

네트워크

인터넷 망에 우선 신경을 쓰고，

I PC 개념에서 네트워크 개념으로
- 최신형 PC도 2-3년 후에는 {

|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구형 PC가 되고， PC의 고장|

| 각 학교의 활용 능력을 고려하여
수리 등의 문제가 많다

1 차등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수 있는 교육용 컨텐츠 부족

교육용 1- 인터넷 망에 맞는 네트워크용 컨텐

츠를 강조하여 PC 개념에서 네트

워크 개념으로 컨텐츠의 패러다임

을 바꾸어야 한다.

- PC 위주의 칠 낮은

소프트혜어

-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접근할

컨텐츠

교육용

소프트웨어

p1
:ξ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정 |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부족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teaching 에서 컴퓨터와 언터넷을

통한 learning으로 패러다임을 바

꾸어야 한다.

3-2. 소프E웨어 ( 컴퓨터용 < 언터넷용 )

시간과 공간을 념는 teaching-Ie따rung을 위해 인터넷 기반 학습 및 평가자료， 그러

고 인터넷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져 인터넷에 올려져야 한

다. 물론 인터넷에서 누구나 쓸 수 있다면 수익성이 없어 일반 회사에서 하기는 곤란하

며， 당연히 나라의 공적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은 미국의 수

학교사협의회 (www.nctrn.org)에서 미국의 수학교육과정 (standard)의 교수 학습을 위해

각 교과과정에서 사용하도록 인터넷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올린 흠페이지

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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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nvestillatina the COllce"t of Trianale and Properties of Polygons

This two-part example describes activities using interacti、e geoboards to help
students identify simple geometric shapes , describe their properties ‘ and
develop spatial sense. The first paη ‘ Making Triangles , focuses on the concept
of triangle , helping students understand the mathematical meaning of a
triangle and the idea of congruence , or sameness ‘ in geometry. In the second
part , Creating Polygons , students make and compare a various polygons ,
describing the salient properties ofthe shapes they create. Both patis help
st니dents reach the goals described in the Geometrv Standard

4.3 learninu Gerrmetrv arid Measurement Conce"CS by Creating Paths
and Navigating Mazes

The three-part ladybug example presents a rich computer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an use their knowledge of number, measureπlent ， and geometry to
solve interesting pr디blems. Planning and visualizing , estimating and
쁘g흐흐니lill.g" and testing and revising are components ofthe ladybug activities
These interactive figures can help students build ideas about navigation and
location , as described in the Geometrv Standard , and use these ideas to solve
problems , as described in the Problem Solvina Standard In the first part ,
Hiding Ladybug , students create a path that enables the ladybug to hide under
a leaf. In the second part , Making Rectangles , students plan the stepa
necessary for the ladybug to draw rectangles of different sizes. In the last part ,
Ladybug Mazes , students plan a series of moves that willtake the ladybug
through a maze

위에 나오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PC의 하드디스크에 소프트

웨어가 없어도) 쓸 수 있는 자바(Java)로 싼 소프트웨어이다. 기존에는 각각의 PC 하드

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육을 하였는데， 이 경우 학생이 학교의 PC 앞에 앉아

야만 학습이 가능하였고， 또한 새 버전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모든 PC에 다시 깔아야 하

였다. 그러나 자바 등으로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새 버전을 한 곳의 서버에 새로 설치하면 되기에 간단히 벼전을 올릴

수 있다. 위 NCTM 예 중에 첫 번째 것은 기하교육용 기하판으로， GSP 및 Cabri 등이

제공하는 움직이는 기하학습 환경이 자바로 구현되어 있다. 또한 두 번째 것은 로고

(LOGO)에 대한 것이다. 로고는 거북이를 통한 수학학습용 컴퓨터 언어로 미국 MIT 대

학 수학교수였던 패펄트(Papert)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로고는 현재

javamath.web.edunet4u.net 주소를 통해 초등학교 3-4 학년 수학익힘 책에서 소개되고

있다.

수학의 각 영역에 합당한 소프트웨어를 쓰다보면 각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이 다르

기에 teaching은 그렇다고 해도 학생의 learning에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제시된

NCTM의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자바 언어로 개발되어 있다. 따라

서 라이브러리로 묶여진 여 러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 유사하기에 학생들의 learning에

도 유용하다 또한 명령을 통한 에러의 수정을 중요시하는 로고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

면 움직이는 기하환경에도 명령을 통한 에라 수정 환경의 도업을 통해 두 교육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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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요사이 기하 교육을 위해 쓰이는 GSP 또는

Cabri가 제공하는 마우스와 메뉴 위주의 윈도 환경도 로고의 철학을 따라 마이크로월드

로 만들고 또한 인터넷에서 돌아가도록 움직이는 기하환경과 로고의 거북기하 환경을

통합한모습이다.

H

F

.매U메이천

.처음 상태로
D L E

인터넷 기반 학습 시스템에 스스로 접속하여 공부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인터넷 없이

도 되는 수준의 학생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럴때 동기를 유발하

기 위해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제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교수→학습 만큼 중

요한 것이 바로 진단 처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문제도 공식을 외우게 하여 풀게

하므로 외국 아이들이 종종 일으키는 수학적 실수를 드물게 한다. 바람직한

teaching-learning을 위해 교수 학습과 함께 진단 처방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 교육환경

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환경 구축에 인터넷이 쓰일 수 있다. 외국 그라고 우리나라

에도 진단 처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었다. 그런데도 현장에 도엽되지 않는 이유는 학생

개인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는 교육환경 때문이다. 인터넷은 접속한 학생의 수준을 파

악하여 맞춤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특히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오답을 통해 배

우는 진단-처방 환경을 제공할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성냥개비 게임，

칠교판 게염 등도 온라인화허여 학생의 반응올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도움 빛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플 영어 시험은 컴퓨터 앞에서 친다. 이 때， 컴퓨터는 학생을

실력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며 그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학생 개인별로 신경을 쓸 수 있는 사이버 학습공간을 만든다면 진단→처방 그리고 상담

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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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Mathematics Education Reform

Han Hyuk Cho*

As the world goes into an informationized society, the role of computer has been

greatly increasing as a tool to compile, keep, handle, and utilize th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round us. Rapid changes in the knowledge of science and

technology also emphasize the need of the modernized mathmatics curriculum.

Therefore, it is time to consider the modernized mathematics curriculum and the

way to integrate computer-internet technology with the teaching-learning of

mathematics.

In this study, we first consider some mathematics educ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contents, environments, assesments, and teacher education. We

also consider the desirable technological environment to improve and solve the

educational problems related to the integrations of teaching-learning , PC

based•internet based education, and class-distance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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