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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Big Idea에 대한 소고
방 정 숙 (한국교원대)

본 원고는 이화영 박사의 ‘수학과 Big Idea 와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에 대한 토론 원고이다.
발표자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Big Idea 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설명
하고 , 이와 관련하여 외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소개한 후, 현재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에 포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와 함께 교육과정 개정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표 원고 자체에 대한 비평보다는 Big Idea 와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를 부족하나마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왜 Big Idea 를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필요성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원래 취지는 “Big Idea 를 중심으로 교과 간의 연결성 및 관련성을 통해 이른
바 융합 ·연계 교육을 도모 ”( 발표 원고, p.2)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재는 기존의
내용체계표에 ‘핵심 개념’ 과 ‘내용( 일반화된 지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수학과
내용 영역별로 선정된 몇 가지 핵심 개념이 초·중 ·고에 걸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지만 , 예를 들어, 융합·연계 교육, 교과 통합적 재구성, 실생활 문제 해결 등의 원래 제기된
필요성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다.
둘째 ,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Big Idea 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수학교육 공동체 내에
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발표 원고에 제시된 교육부의 Big Idea 에 대한 정의
나 외국 문헌에 제시된 Big Idea 의 개념 및 구체적인 예와, 시안의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 핵심 개
념’ 및 ‘ 내용’ 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에서 Big Idea 를 중심으
로 출간한 Essential Understanding Series 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예 , Blanton, Levi, C rites, &
Dougherty, 2011). 이는 결국 수학과 내용 영역별로 (또는 보다 이상적으로 영역간 ) Big Idea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Big Idea 의 하위 개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셋째 , Big Idea 를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
하다 . 그동안 수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목표나 내용이 교육과정에 새롭
게 추가된다고 하더라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별반 의미가 없었음을
너무나 잘 경험해 왔다 . 수학과 교육과정에 Big Idea 를 추가함으로써 교사가 초· 중·고를 관통하는
일반화된 지식을 아는 것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Big Idea가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
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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