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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평가의 낮은 수학 흥미도
이대로 둘 것인가?
- 수포자 문제 해결 4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 토론회 개최(4/23,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일부터 아이들을 수학포기자(일
명 ‘수포자’)로 만드는 현재의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4차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23일에는 마지막으
로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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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부터 3년 간격으로 실시된 다섯 번의 국제비교 PISA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학 학업 성취도는 매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정의적 영역의 성취도는
<표 1>과 같이 매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림 5]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국제적 순위

* 수학 불안감과 수학 관련 활동 참여 지수가 양인 것은 각각 수학 불안감이 높다는 것과
학교 밖에서도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등위가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님.

수학을 싫어하면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을 싫어해도 잘한다면 그것은 대입과
같은 이유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
능하면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수학 교과에서 목표하였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국가 경쟁력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기초 학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
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속의 정의
적 특성, 언론 기사를 통해 본 수학에 대한 흥미도, PISA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
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학 흥미도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
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제는 사교육걱정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맡을 예정입니다. 논찬에는 강문
봉 경인교대 교수, 권혁천 서울 성산중 수석교사, 이정주 대전목양초 수석교사, 권
형석 인하대 글로벌금융합부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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