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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의 변천과 現狀
- 초등학교 산수과를 중심으로 강 홍 재*

〈 요 약 〉
본 논문은 일본의 수학교육, 특히 대략 10년의 주기로 개정되어온 소학교 산수과의 학습지도요령
을 중심으로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흐름을 조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한
다. 하나의 예로 산수교육은 메이지 학제반포로 시작되는 근대국민교육에 江戸시대부터의 和算과 서
양의 필산 중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세기 초의 국제적 수학개량운동 및 2차 세
계대전 후의 생활단원학습의 흐름과 그에 맞선 계통학습의 흐름, 1980년대의 여유교육의 흐름, 현재
의 학습의욕 중시의 흐름과 그에 맞선 지식기능중시의 흐름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산수과 학습지도요령의 기저는 교육내용의 엄선과 기초․기본의 철저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역량의 육성을 들 수 있다. 2006년 국제학습성취도조사에서 이과계 학력저하
라는 결과로 철퇴를 맞은 여유교육과정의 흐름은 향후 후퇴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산
수교육과의 결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성과 기초․기본의 철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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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이 개정작업은 단순히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음 10년 정도의 기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지, 그리고 그 사회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각 시기별 학습지
도요령이 책정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학습
지도요령의 개정작업은 아마도 이후 계속될 것이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그 실시에 있어서도 학습내용의 약 30% 감소에 따른 학력저
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1999년 ‘분수를 모르는 대학생’이란 책의 출간으
로 이러한 우려는 일본 교육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급기야 2006년 국제학습성
취도조사(PISA)에서의 이과계 학력저하는 지금까지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교육계와
언론으로부터 여유교육정책이 원인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일본은 현재 올해 3월 고시를 목표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으로의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 시대와 나라를 떠나서 교육과정의 핵심은 그 목표에 있고 이 목표에 따라 내용,
영역의 구성, 교수법 및 평가방법이 좌우된다. 따라서 일본의 산수과 학습지도요령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연구의 참고 및 개선 자료로 그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변해왔으며,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現狀과 문제점 등
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산수교육의 건설
江戸시대의 일본의 수학은 중국으로부터 옮겨온 수학에 일본 독자의 방법을 가미해
전개된 和算이었다. 이 때의 수학교육은 寺子屋, 사설학교, 또는 藩校 등에서 행하여
졌지만, ‘읽기, 쓰기, 주판’이라 불려졌던 것처럼 산수교육에 상당하는 내용은 和算의
교수보다는 주판의 교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을 맞아 사회의 변혁을 따라서 수학교육도 크게 전환되었다. 1872년의
학제반포에 의해 소학교가 설치되고, 소학교에서의 산수교육 즉 산술의 내용은 주판
에서 필산(筆算)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필산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식해서라기보다는
사회의 흐름에 호응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시 대표적인 산수 교과서
는 小学算術書이다. 이 교과서는 동경사범학교에 초청받은 M. Scott의 지도하에 편찬
된 것이고 그림을 풍부하게 제시해 J. Pestalozzi의 직관주의에 근거한 진보적인 교과
서였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재의 배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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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alozzi의 직관주의를 당시의 교사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는 의문이다. 실제로
1872년의 학제반포와 함께 제정 공포된 小学校校則에 의해 필산의 교수가 명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 이를 개정해 필산과 주판의 병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겨우 사회가 안정되면서 입신출세를 학문으로 구하려는 풍조가 강해져 중학교
에의 입학시험도 한층 격화된다. 尾関의 저서인 数学三千題라는 구답주의를 근거로
한 문제집 형태의 산술교과서가 널리 보급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교과서는 1881년에
문부성의 인가제로 되고 1886년에 검정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数学三千題도 검정교과
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数学三千題를 비롯한 이와 유사한 교과서에 대한 비판
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수의 계통을 중시한 寺尾(당시 東京大교수)의 理論算術의 유
행과 더불어 교과서에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 数学三千題류의 위세가 약해졌다. 한
편 독일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東京大교수로 취임한 藤沢는 数学三千題류를 멀리함과
동시에 理論算術도 철저하게 배격해 菊地(당시 東京大교수, 후에 문부대신)와 더불어
당시 일본의 수학교육에 지배적인 지도력을 가지게 된다. 藤沢는 그의 저서 算術条目
及教授法(1895년)에서 ‘보통의 산수에서 이론은 없다’라고 해 일상적 계산을 중시하였
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1900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시행규칙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시
행규칙에서 산술의 지도요지를 ‘산술은 일상적 계산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해 정확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라고 밝
히고 있다. 이 교수요지는 1935년에 새로운 국정교과서가 나올 때까지의 약 40년간
일본 산술교육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Ⅲ. 국정교과서 시대
최초의 국정산술교과서는 1905년부터 사용되었다. 당시의 의무교육은 4년으로 학생
용의 교과서는 없었고 교사용만 있었다. 1907년에 의무교육의 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
어 3학년 이상의 학생용 교과서가 만들어졌지만, 1, 2학년용은 변함없이 교사용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과서(학생용, 교사용)의 책이름은 전부 尋尙小学算術書이고, 표지가
흑색이었기에 흑색표지교과서라고 불려졌다. 이 교과서는 1900년의 소학교령시행규칙
을 토대로 편찬되었고 이는 藤沢의 산술교육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形式陶
冶의 사상이 지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 후 흑색표지교과
서는 3회의 수정을 거치지만 편찬이념의 변화는 볼 수 없다. 제1회의 수정은 1907년
의무교육의 연장에 수반된 것으로 내용의 배열이 일부 수정되었고, 그 다음의 수정은
1918년부터 학년 진행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수정은 세계적인 수학교육개량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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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그 영향을 미쳤기에,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교
과서를 언뜻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삽화가 조금이지만 들어
있다는 것이다. 최후의 수정은 1925년 미터법의 채용에 수반된 것이다.
흑색표지교과서의 비판에 대하여 문부성이 塩野를 중심으로 한 국정교과서의 신편
작업에 착수한 것은 1929년이다. 수년의 조사연구를 거쳐 심상소학산술 1학년용 교과
서가 나온 것은 1935년이고, 그 후 학년진행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행되었다. 이 교과
서는 표지가 녹색이었기에 녹색표지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이 교과서는 종래의 흑색
표지교과서의 내용을 일신한 것으로 저학년에는 색판인쇄의 삽화와 그림을 도입해 외
견상으로도 다른 교과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 前期의 교과서는 전부 그
림뿐으로 글자는 하나도 볼 수 없다. 편찬취지도 ‘심상소학산술은 학생의 수리사상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을 수직적으로 바르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주의를 두고 편찬하였
다’라는 교사용 교과서의 범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리사상의 개발과 일상생활의 수
리적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흑색표지교과서와의 편찬취지도 큰 차를 보인다.
당시는 여전히 1900년의 소학교령시행규칙이 현존하였기에 위 범례를 따라서 교과서
를 편찬한 것은 문부성 스스로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이 범례는 시행규칙의 현대적 해석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 교과서의 내용은
생활상의 필요, 수리사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학생의 심리․기능에 적응하는 것
을 내용의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직관에서 논리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심리학상의 배려가 돋보인다. 이 교과서는 신교육사상과
수학교육개량운동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진보적
인 교과서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사
가 이 교과서로 어떻게 교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해서 역으로 학력저하를 초래했다
고까지 이야기된다. 이 원인을 塩野는 “교과서가 실제로 다루는 사람의 손으로 편찬되
지 않고 문부성에서 실정을 모르는 관료가 편찬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녹색표지교과서가 완성된 그 다음해 1941년은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을 개시한 해이
다. 그 해 국민학교령이 제정되어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고쳐졌다. 국민학교에서는 교
육의 모든 목적을 황국민의 기초적 훈련으로 하고 그 때문의 교과로 해서 理数科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메이지시대 이후 익숙한 산술이 산수로 그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
1900년에 공포되어 녹색표지교과서에 의해 골격을 다진 소학교령시행규칙을 대신해
국민학교령시행규칙도 이 해에 공포되었다. 이 시행규칙에서 理数科 산수의 목적을
‘理数科 산수는 수․량․형에 관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익혀 수리
적 처리에 익숙하게 해 수리사상을 함양하는 것으로 함’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합리
창조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황국민의 기초적 훈련의 일부이고 합리창조의 일면으로
해서 수리사상을 기르는 것이 산수의 목적이라고 한 것이다. 교과서도 이 시행규칙을
따라서 カズのホン(1, 2학년용), 초등과 산수(3, 4, 5, 6학년용)가 새로이 만들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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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청색표지교과서로 불려지고 있다. 교재는 전시(戰時)적 색채가 농후했지만,
편찬취지는 위의 理数科 산수의 목적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듯이 녹색표지교과서와
비교해 본질적인 변화는 찾을 수 없다. カズのホン의 편찬에 있어서도 도형부분 이외는
거의 녹색표지교과서의 방침을 답습한 것이었다. 도형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각각의
기하도형에 관해서 정적이고 계량적으로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능동적
으로 취급해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한다는 것이 교사용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전쟁의 격화에 따라 공습에 의한 등교중지, 学
童疎開 등이 실시되어 학교교육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カズのホン발행의
4년 후에는 패전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Ⅳ.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戰後 일본의 산수과 교육과정의 목표․내용 등의 기준은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다.
1947년에 처음으로 학습지도요령이 발표되어 현재까지 소학교는 8회 발표되었다. 이
렇게 발행시기로 나누면 다음의 8期로 나눌 수 있다.

1. Ⅰ기 戰後 직후의 시대(1947년)
1945년 敗戰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점령정책 밑에서 일본의 교육
계는 지금까지의 교육체제를 일신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먼저 그 해 9월부터
군국주의, 극단적인 국가주의적 사상의 추방을 목표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없애기 위
해 黒塗り教科書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해 1946년에는 연합군의 요청에 의해 미국으
로부터 교육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한다. 그들의 권고에 의해 1년 후에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의 제정, 6334교육제도의 실시 등 일대 개혁이 잇달아 어지럽게 시행되었
다. 교과의 내용을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 산수과․수학과 편(시안)이 나온 것은 1947
년이다. 이것은 戰前에 사용된 국정교과서를 대신해 이 학습지도요령에 기초를 둔 검정
교과서의 사용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지도요령은 미국의 Course of
study를 본보기로 한 것으로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습지도요령을 제시한 것이다.

2. Ⅱ기 戰後 직후의 수정 시대(1948년)
1948년에는 산수과 지도내용 일람표가 개정되어 이 새로운 교육방침에 따른 지도를
하기위해 지금까지의 지도내용에 대한 학년배당을 거의 1학년씩 위의 학년으로 낮추
었다. 실제로 그 다음 해 1949년부터 산수지도는 1년씩 답보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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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이 해에 검정교과서의 모델로 해서 문부성으로부터 ‘소학생의 산수 4학년
용’이 발행되고 교과서 검정규칙이 제정되어 그 다음 해 1950년에는 오랜 전통을 깨
고 소학교에도 검정교과서가 발행되게 된다.

3. Ⅲ기 생활중심의 단원학습 시대(1951년)
이 시기는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한 때로 1951년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판이 나오게
된다. 지도요령 발행이후 계속 도입되어 왔던 単元学習이 이 시기에 그 색채를 한층
강하게 띄게 된다. 산수과는 국어과와 함께 기초적․도구적 교과로서의 위치를 점하
게 되어 이 때의 수업시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게 된다. 생활단원학습은 경험을 중
심적인 신조로 아동중심․사회순응을 핵심으로 한 것으로 J. Dewey 등에 의해 주도
되어온 Progressivism (진보주의교육, 신교육)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서 실제로 행하여진 생활단원학습은 극도로 낮은 차원에서의 경험만을 취급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
생활단원학습이 가장 철저하게 시도된 것은 Core Curriculum이다. 여기서의 학습이
란 실생활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해 그것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 지도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이과적 내용의 것이 중심적으로 취급되어 산수과는 해결을 위한 수단으
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학습은 실질적인 생활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만
큼 학생이 흥미나 관심을 자아낼 수 있었고 자주성이나 적극성, 계획성의 육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학적 내용은 단편적이고 계통성이 없어 기초
적인 연습조차도 등한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교과의 생활단원학습에서도 다루어
지는 수학교과는 구체적인 생활의 장면이 우선시되었기에 지식기능의 습득은 조직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생활단원학습에서는 수학의 계통성이나 논리성이 경
시되고 학습 효율의 나쁜 점으로부터 這い回る学習이란 오명이 주어지기도 했다. 그
리고 戰後의 혼란, 제도의 개혁, 교과내용의 학년이동 등의 많은 요인과도 겹쳐서 나
타난 학력저하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어 갔다. 이런 중에 1952년 평화조약을
계기로 교육 전반에 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검정교과서도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무시한 교과서가 나오기도 해 결국 1953년의 일본수학교육회 정례총회에서 학
습지도요령을 개정하자는 결의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정세에 입각하여 1955년 문부
성은 다른 교과보다 앞서 산수․수학과의 개정을 심의하기 시작해 그 해 12월 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된다. 이는 단원학습을 수정한 Ⅳ기 교육과정 개편의 시발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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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기 계통학습의 시대(1958년)
이 시기의 기본방침으로 ‘기초적인 학력의 향상과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내용의 충실과 정비를 꾀한다.’,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숙달을 도모하고
실제 장면에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
리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지도내용의 계통성을 명확하게 하고 지도효율의 향상을 도
모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1958년 3월에 교육과정심의회
로부터 답신이 있었다. 산수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산수의 기초능력을 한층 더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내용의 충실․정비, 지도시수의 증가’와 ‘목표의 명확화와 내용의
계통화’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인 개정이 발표되었다. 이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각 학년별, 영역별로 수학적 관점으로부터의 간략한 표현형식이 제공되었고, 그 발전
계통을 명확하게 제시해 系統学習으로 복귀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戰前의 수준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내용이 조금 첨가되었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이 독립 후 처음으
로 스스로 설정한 것으로 戰前이나 戰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대성을 한 것으로 보아
도 좋을 것이다. 그 형식에 있어서 이후의 개정에서도 큰 줄기는 이어받게 된다. 산수
과의 목표는 5항목으로 정리되고, 지도내용은 수와 계산, 양과 측정, 수량관계, 도형의
4영역으로 정리․통합되었다. 이 중 수량관계는 다시 비율, 식․공식, 표․그래프의 3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제시되었다. 특히 비율은 이 지도요령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지금까지의 試案이 아니고 告示로 되어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으
로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수학의 목표와 관련하여 ‘수학적 사
고’가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수학적 사고를 ‘산수․수학에 맞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후 수학적 사고는 학교수학의 목표 및 평가의 관점으로서 오늘날
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5. Ⅴ기 수학교육 현대화의 시대(1968년)
1950년대 전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미온적으로 시작된 수학교육 현대화의 모색은
1957년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먼저 미국에서 시작되어 잇따라 세계적인
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했다. 미국은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아 국가의 위
신을 걸고 과학기술교육의 개선․충실에 착수해 1958년의 국방교육법의 성립, 전미과
학재단의 창설, 학교수학연구회의 발족 등 연달아 개혁이 진행되었다. 한편, 유럽에서
도 1959년 유럽경제협력기구를 주축으로 현대화의 기운은 급격히 고조되었다. 교육의
현대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이 논의되었고 학교수학에 대해
서도 현대수학 및 수학교육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학교육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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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으로 현대화운동이 시작된 단계에서 일본의 경
우는 겨우 전후의 색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현대화라 부를 정도
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1963년에 일본수학교육회가 수학과교육과정위원회를 설
립해서 세계적 동향의 조사연구를 시작함과 동시에 현대화를 위한 지도 시리즈를 작
성하는 등 점차 그 기운이 고조되어 갔다. 현대화를 위해 외국의 연구를 받아들여
1968년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꽤 진보적인 생각을 내세웠다. 그렇다고는 하나 과격한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수학적인 사고를 한층 더 육성한다고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이다. 그 총괄목표에 나오는 ‘통합적이고 발전적인 고찰’이 학교수학의 목표를 구성하
는 중요한 용어로서 등장했다. 그리고 4항목의 목표 중 첫 번째에서 수학적 사고의
육성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학적 사고라는 표현은 이미 Ⅳ기 학습지도요령에
기술되어져 있던 것이었지만 당시는 계통학습으로의 복귀의 思潮가 강해서 그 이상의
것은 특별히 추구하지 않은 채로 넘어갔다. 그러나 현대화를 지탱하는 기저로 해서
이 수학적인 사고를 크게 부각시킨 것은 이 개정의 특색이라 말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수와 계산, 양과 측정, 도형, 수량관계의 4영역이 설치되고, 특별히 수량
관계의 소영역인 함수, 식표시, 통계가 수학적인 색채가 진한 표현으로 되었다. 이 외
에 부등호, 함수, 집합, 등식의 성질, 문자의 사용, 확률과 음수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
다. 현대수학에 착목해서 교재의 수학화의 경향을 강하게 했던 것도 큰 특징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의 취급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식적
으로 내용을 첨가하는 것은 피하고 수량 및 도형의 개념의 이해, 수량관계 등의 고찰
을 행할 때 그것들의 관점에 주목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다고 하
는 조건을 달았으나, 오히려 이것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대화의 수정계기가 되었다.

6. Ⅵ기 기초․기본의 시대(1977년)
일본에서의 현대화는 세계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시기적으로 꽤 늦은 출발이었고 그
렇다고 과격하게 현대화를 추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에서 기대한 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정세의 변화와도 뒤얽히어 교육현장은 여
러 가지 장해물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첫째는 학습부진아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
다. 하나의 원인으로 고교 진학률의 급상승과 더불어 부진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돋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패전 직후에 기초학력의 저하가
문제시 되었으나 이것과는 조금 다른 성질로 해서 현대화 이후 다시 기초학력의 정체
라는 형태로 문제가 된 것이다. 현대화의 추진도 멀어지면서 이러한 기초학력의 문제
는 직접적인 사태의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되어버렸다. 또 하나의 심
각한 문제는 사회문제로서의 학력사회체제가 야기한 문제이다. 심각한 수험경쟁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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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학원 열풍을 불러 일으켰고 학생에게는 많은 학습부담과 인간소외를 낳게 했다. 학
교가 이러한 면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기의 개정에서 크게 발을 내디딘 현대화
를 여기서 궤도수정을 하는 형태가 되었다.
1976년 12월 교육과정 심의회는 그 답신에서 개선의 목적을 인간성이 풍부한 학생
을 기르는 것, 여유 있는 게다가 충실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으
로 해서 필요한 기초적․기본적 내용의 중시와 학생의 개성,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들고 있다. 산수에 관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목표의 기술이
간결하게 되었다. 둘째, 수량관계의 영역에서는 내용의 정도, 분량 등의 적정화를 생
각해 정선함으로 함수, 식표시 및 통계를 세분화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내었다. 셋째,
소학교에서 집합에 관한 내용이 소거되었다. 넷째, 확률에서 계산을 해서 비교하는 내
용이 소거되었다. 다섯째, 등식의 성질, 음수, 기둥의 부피, 회전체, 대칭의 위치 등이
중학교로 옮겨졌다. 여섯째, 내용구성상 계산력의 숙달을 도모하도록 배려되었다.
이 시기에 주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이에 한
정하지 않고 어떤 학생에게도 충실한 학습을 보장하려고 하는 바람이 표면화되었으
며, 그 때까지 평가분야에서 유행한 도달이라는 용어대신에 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학습지도요령이 최저기준이라는 생각에서 표준이라는 생각으
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7. Ⅶ기 개성화․정보화․국제화 시대(1989년)
이 시기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시되었는데, 특히 주체성과 의욕이 강조되었
다. 학교수학의 목표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주체성과 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해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재등장했다는 것이다. 학교수학의 좋은
점이 제시된 것은 1951년의 학습지도요령에서이다. 산수과의 일반목표에 ‘수량적인 내
용에 대한 좋은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십진법의 원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고, 간단하게 수를 기록한다든
지, 간단히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계산을 하면 수
를 헤아린다고 하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숫자의 자릿수
를 정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이것이 계산 및 기록하는 데 간단하고 능률
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하는 이해를 심화 시킨다’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산수의 좋은 점에 관한 기능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학교수학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논리적인 사고력과 직관력의 육성을 중시
하는 관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신중히 논의되었고, 주체성과 관련하여 사고력, 판
단력, 표현력의 육성이, 그리고 의욕과 관련하여 수리적인 고찰처리의 간결성, 명료성,
정확성 등의 ‘좋은 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각 중시되게 되었다. 배우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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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 중시와 더불어 소학교 산수과의 교과목표 중에 ‘수리적인 처리의 좋은 점’이 규
정되었다. 이 배경에는 학교수학의 존재의의를 밝히고 학생과 학교 수학과의 명확한
만남을 연출하려고 하는 강한 바람이 있었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의 산수과가 소학
교의 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산수과에서 다
루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들어있고 그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Ⅷ기 삶의 역량의 시대(1998년)
현행 학습지도요령으로 기본적으로 Ⅶ기의 관점을 계승하고 있고 재량과 삶의 역량
이 강조되어 학생 개개인의 배움을 한층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 기조를 받아들여 학교수학에서
는 산수적 활동과 그 즐거움이 교과목표에서 새롭게 강조되었다. 지도 내용에 해당하
는 시수는 Ⅱ기와 비교하면 대략 60%가 되고 있다. 20%의 재량시간 및 중학교 단계
의 선택교과 수학에서 만회하더라도 전체 양에서 생각하면 학력저하는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Ⅴ. 현행 학습지도요령
1. 산수과 학습지도요령의 現狀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1996년 7월에 있은 교육과정심의회의 답신을 토대로 개정되었
다. 이 답신에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등의 삶
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답신에서 삶의 역량이 제안된 배경
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지식의 진부화가 빠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지식창조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사회
에서 부딪히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강조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
하면, 주체적인 배움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스로 과제를 발견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는 것은 Ⅳ기 학습지도요령의 교과목표에 관한 해설에서도 기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의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 그 첫째로 교육내용을 엄선함으로서 학생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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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작업적, 체험적인 활동 등 산수적 활동에 몰입하여 수량이나
도형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고력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으나 이후 학력저하의 실질적 원인을 부여하고 말았다. 둘째로 즐거움과 충실감
이 있는 산수학습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답신에 있는 ‘산수를 배우는 즐거움 및
충실감을 맛보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과 충실감은 산수의 내용 및 본질
과 관련된 것이다. 작업적, 체험적인 활동 등을 통해서 수량이나 도형에 관한 의미를
실감나게 이해하거나 스스로 납득해서 익힐 때의 기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로 학생의 주체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산수학습으로 한다는 것이다. 산수의 학습은
책상위에서 노트와 필기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만든다든지 교실
내외에서 몸으로 체험해 가면서 수량이나 도형에 관한 의미를 발견하거나 그것을 확
인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고활동만으로 가
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산수과의 목표는 ｢수량이나 도형에 관한 산수적 활동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
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일상의 사상(事象)에 대하여 예측하고 조리에 맞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활동의 즐거움 및 수리적인 처리의 좋은 점을 깨닫고 나아가
생활에 활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기른다.｣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산수과에서 육성해야
할 능력 및 태도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각각의 부분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새
롭게 강조된 것은 ‘산수적 활동을 통해서’와 ‘활동의 즐거움’이다. 산수적 활동은 소학
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산수편에서 학생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산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수적 활동’은 신체를 사용하는 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사고활동이 동반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활
동이란 표현에서 학생 스스로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의 즐거움’도 산수를 배우는 활동과의 관련에서 받아들
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2002년부터 실시된 학교 주5일제를 고려한 수업시수의
축소와 교육내용의 엄선이 대폭적으로 실시되었다. 수업시수는 약 20% 감소되었다.
이것은 1주당 5시간 정도 삭감된 것인데, 그 중 2시간 정도가 학교 주5일제의 완전실
시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3시간은 신설된 종합적 학습시간으로 충당되었다. 이 종합
적 학습시간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 보다 나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신설된 것이고,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인 학습을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업시수와 대비해 지도내용은 대략 1/3 삭감되었다. 이는 표준수업시수와 지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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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가 새로운 기준으로 바뀐 것으로 종전에는 표준수업시수에 알맞은 지도내용
을 할당하였으나 새 기준으로는 표준수업시수의 80%에 해당하는 내용을 엄선해서 나
타낸 것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9년 동안의 학교수학 지도내용을 단순하게 1/3 삭감한
다고 하면, 소학교 6년간의 내용을 9년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이 된다. 이로는 기초학
력의 저하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기간의 지도내용의 정도 및 범위를 소학교
단계는 지도 내용의 양을 거의 1/3 삭감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인위적인 삭감을 피
하고 종래의 내용을 가능한 한 남겨두면서 취급의 정도나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대응
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학교 단계의 ‘수와 계산’에 관한 내용에서 소수와 분수의 도입
시기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옮겨진 것이나 분수의 계산을 경시하고 정수와 소수의
계산 범위가 대폭 좁혀진 것과 부등호를 사용하는 식을 제외하면 대략 지금까지와 비
슷하나 그 외의 영역인 ‘양과 측정’, ‘도형’, ‘수량관계’의 내용은 거의 한 학년정도의 내
용이 쉽게 되었다. 그 예로 ‘양과 측정’에서는 입체도형의 부피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에 한정되었고 ‘도형’에서는 합동, 확대․축소, 대칭성 등이 중학교로 옮겨져 통합되었으
며 ‘수량관계’에서는 문자에 관한 초기 지도가 모두 중학교로 옮겨진 것 등이다.
표준수업시수의 나머지 20%는 학습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의 보충을 위한 지도와 학
습으로, 빠른 학생들에게는 심화나 발전을 위한 지도에 할당되었다. 지도방법에서 산
수적 활동의 중시에 따라 작업이나 체험이 한층 더 중시되었고 계산기나 컴퓨터의 활
용을 추진하였다. 계산기는 소학교 4학년부터 도입되었고 컴퓨터는 모든 단계에서 활
용되고 있다.

2. 산수과 학습지도요령의 과제
가. 목표에 관하여
산수과의 목표는 병렬적으로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잘 전달이 되
지 않는다.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지만 학년별로 구체적인 언급
이 없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편,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해면과 기능면에서의 대처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 내용에 관하여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내용과 관련된 과제는 일본수학교육학회 연구부 소학교부회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와 국제학습성취도조사(PISA) 및 국제수학․과학교
육 동향조사(TIMSS)의 결과 등으로부터 쉽게 볼 수 있다.
수와 계산 영역의 내용의 현행은 수와 계산에서 다루는 수의 범위를 보다 기초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루는 수의 범위를 기초적인 것으로 함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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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학생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상급
학년에 올려서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발생하였다. 첫째 1학년에서 12-3은 다루어도 14-3이나 40-30은 다루지 않게 되었
다. 계산의 난이도는 전자가 높다. 후자의 계산은 계산기능의 숙달이라 말하기 보다는
2자리 수에 대한 의미의 이해를 높이거나 기초적인 계산(4-3)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 둘째 분수, 소수의 지도시기를 늦게 했기에 반복 학습을 할 기회가 적게
되었다. 셋째 부등호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수의 대소비교에 관한 수학적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양과 측정 영역과 도형 영역의 내용에서는 본래 산수과에서 다루어야만 할 내용이
대폭적으로 소거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나선형 배열지도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학습내
용의 통합성이나 총괄적 파악이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산수․수학교육의 내용과
그 배열에 관한 조사’에서 소학교에서의 지도내용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양과 측정은
부피, 어림․측정치, 측정과 단위, 기둥・뿔의 표면적 부피를, 도형은 합동과 닮음, 대
칭, 축소도, 확대도로 하고 있다. 유독 이 두 영역은 도형과 그 계량이라는 것이 항상
관련되어 있어 학년을 걸쳐서 지도되고 있다. 이것이 학습의 일관성이나 통합성을 깨
고 만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의 내용을 관련시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수량관계 영역의 내용에서는 비례의 학습에 있어서 반비례는 다루지 않고 정비례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등수학에서 반비례를 배울 때 이를 비례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에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대비적 개념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이해를
바랄 수 없다. 비의 학습에서도 ‘비의 값’이나 ‘간단한 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가
비율의 표현법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기계적인 수의 조작만으로 답을
구하려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정수배의 관계가 있는 비끼리의 계산
밖에는 할 수 없다.

3. 산수과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있어서의 요망
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수학 분과회 교육과정부회는 2006년 2월 13일에 심의결과
를 정리해서 심의경과보고를 공포해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의 방침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수교육의 개선’이 받아들여 산수․수학교육의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
다. 일본수학교육학회에서는 현행의 소․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관한
검토를 거듭해 그 검토결과를 밑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망하고 있다[日本数学教育学
会 教育課程委員会 15].
가. 목표에 관하여
1) 소학교의 산수과 전체의 목표는 총괄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로 나누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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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적 사고의 강조, 특히 발전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를 목표에 넣도록 한다.
3) 산수를 활용하는 것과 산수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이나 타 교과와의
관련을 강조한다.
4) 산수적 활동의 즐거움에 관해서는 목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한다.
나. 영역 구성에 대하여
산수과의 영역 구성으로 내용영역과 방법영역을 설정한다. 내용영역은 ‘수와 계산’,
‘양과 측정’, ‘도형과 조작’, ‘수량관계’로, 방법영역은 ‘산수적 활동’, ‘수학적 표현’, ‘수
학적 의사전달’로 한다. 여기서 수학적 표현은 용어 및 기호, 식, 그래프 및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학적 의사전달은 정
리된 사상이나 생각을 서로 말하는 것이다.
다. 내용 구성에 대하여
(1) 중심이 되는 개념이나 방법에서는 나선적 배열 방식을 중시해 반복해서 취급함
으로 개념의 이해 등을 깊게 한다.
(2) 지도요록과 관련해 의사전달능력이나 수학적 표현력을 일괄해서 ‘표현능력’을
설치한다. 종래의 표현․처리는 기능․처리로 한다.
(3) 수와 계산영역에서는 수 및 계산의 활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익숙하게 해야 할
계산과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취급하는 계산을 분명히 구별하고, 소수나 분수
에 익숙해지도록 빠른 시기에 이를 학습한다. 그리고 수학적 표현을 위해서도
부등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양과 측정, 도형영역에서는 먼저 학습한 과정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형의 면적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일반화해온 학습과정을 더욱 살리기 위한 장면을 설정하
고, 무의미한 공식의 암기보다 면적 구하는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을 더욱 중시
한다. 그리고 도형의 개념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평면․입체도형을 각 학
년에서 다루고 합동, 축소․확대, 선․점대칭, 뿔을 학습한다.
(5) 수량관계영역에서는 대비적 개념에서 나오는 관계나 특징을 명확하게 하는 힘
을 기르기 위해 6학년에서 정․반비례를 다루고, 비의 학습내용에 비의 값과 간
단한 비를 도입한다. 그리고 문자식을 고학년에서 학습하고 자료의 정리 및 그
래프 등의 통계적 내용을 충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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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

録

本論文は日本の数学教育、とくにおよそ10年ごとに改訂が行われてきた小学校算数科の学習指
導要領を中心にどんな時代的背景があり、どのように改訂されてきたのか、その流れを鳥瞰できるよう
にとりまとめ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その一例として算数教育では、江戸時代からの伝統的な和算と、
西洋から由来する洋算のいずれを、明治時代の学制頒布に始まる近代国民教育に取り入れるべき
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議論に始り、20世紀始めの国際的な数学改良運動や第二次世界大戦後の
生活単元学習の流れと、それに対抗する系統学習の流れ、1980年代におけるゆとり教育の流れ、
現行の学習意欲重視の流れと、それに対抗する知識技能重視の流れ等があげられる。
現行の、算数科の学習指導要領の基底は、教育内容の厳選と、基礎․基本の徹底、また自
ら学び自ら考える

｢生きる力｣の育成があげられる。2006年の国際学習成就度調査で、理科系

の学力低下という結果を生んだゆとり教育課程の流れは今後、後退することは確かなことであり、学
生たちの日常生活と算数教育との結び付きを強めようという方向性と、基礎․基本の徹底は、時代
は変わってもほとんど同じ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だろう。
主題語： 数学教育、算数科、教育課程、学習指導要領、算数科の領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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