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학 교과 관련 학부모들의 의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3.9.2)

교육부는 국민들 99%가 수학

교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

고 있다는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학 교과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실시(2013.7.12.~19)하여, 총 1009명 응답.

▲수학교과로학생들이얼마나고통을받느냐는질문에매우고통을받고있다(71%)로

응답, 고통을 받고 있는 편이다(28%) 포함하면 99%의 응답자가 고통받는다고 응답.

▲고통을받는이유로, 배워야할내용이많고(59%), 수학내용이어려워서(59%)라고응답.

▲고등학교수학교육과정이입시때문에3년교육과정진도를2학년에마치는것에대한대책

으로, △수학의 양을줄이고(71%), 수능 수학 시험범위를 줄여야한다(50%)로 복수 응답.

▲정부는수능대책안을확정할때, 수학 교과및수학수능시험범위를줄이라는국민

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정부의 수능 대책 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중, 곧 발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학 교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7월 12

일부터 19일까지 1주일에 걸쳐 ‘수학 교과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라는 이름의 설문조



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부모들

이 단기간 내에 얼마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던 중 참여자

가 한순간 집중되어 서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주일

동안 학부모 1009명의 응답 결과를 확보하였는데, 오늘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

개합니다.

8월 27일 정부가 수능시험 개편 방안을 내놓았을 때 그 속에 수학 과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융합 차원에서 수학 교과의 시험 문제 출제 범위를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학문의 융합 논의와는 별개로, 수학 교과의 범위와

난이도를 줄이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학에

대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이 이렇게 절박한 것을 정책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

능 개편안 속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의 수능 제도 중 수학 부분 개편안에 대해

서는 곧이어 추가 조사를 실시해서 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학에 대한 학부모 의식 조사결과 : 수학 고통 크다(99%), 학교 수학과 수능 수

학 범위를 줄여야(각각 71%, 50%)

조사에 응한 학부모들은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고통받고 있다(71%), 고통받고 있는

편이다(28%)로 무려 99%의 부모들이 수학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고통 받고 있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우

리 단체가 여러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99%로 하나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고통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수학 내용

이 어려워서(57%), △배워야 할 양이 많아서(59%), △학원 선행학습에 의해 학

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41%)라고 응답해서, 수학 교과의 내

용이 많고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수학 교과의 분량이 과

다하고 그 난이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과수학 3년 교육과정 진도를 2학년까지 다 나가

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34%)”, “대강은 알고 있



수학에 대한 학부모 의식 조사 

◈ 조사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조사기간 : 2013.7.12.~7.19.
◈ 응답자 수 : 1009 (최종응답: 2013/08/29,00:17:02)

◈ 1. 자녀가 있습니까? 2명 이상인 경우는 큰 아이를 기준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없다   149 15%

초등학교   407 40%
중학교   238 24%

고등학교   126 12%
대학교 이상   85 8%
No Answer   4 0%

◈ 2.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고통 받고 있다.   714 71%

고통 받고 있는 편이다.   282 28%
고통 받고 있지 않는 편이다.   9 1%

다(44%)”로 총 78%의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수학의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

었으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3년의 과정을 2년에 마치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71%, △수능 시험에서 수학 시험 범위를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50%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수학 교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그만큼

수학 교과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너무

도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워서, 첨부 자료로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종합 볼 때,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수능시험 속에서 수학 교과의 양과 범위를 조

절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능제도 개편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과정에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야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

응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맨 아래 링크를 건 설문조사에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도 마무리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

니다.

■ 그래프로 살펴본 수학 설문조사 결과



전혀 고통 받고 있지 않다.   1 0%
No Answer   3 0%

◈  3. 2번에서 ① 매우 고통 받고 있다.와 ② 고통 받고 있는 편이다.에 답하신 경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고통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수학 내용이 어려워서   572 57%
배워야 할 양이 많아서   600 5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264 26%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무조건 배우게 해
서  

321 32%

학원 선행학습에 의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
습 능력이 떨어져서  

409 41%

기타 ：   41 4%
◈ 4.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과수학 3년 교육과정 진도를 2학년까지 다 나가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340 34%
대강은 알고 있다.   436 43%

잘 알지 못한다.   166 16%
전혀 모른다.   63 6%
No Answer   4 0%

◈ 5.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3년의 과정을 2년에 마치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응
답 가능)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양을 줄여야 한
다.  

712 7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시기를 늦춰야 한
다.  

64 6%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수학 문제가 쉬워
져야 한다.  

303 30%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수학 시험범위를 
줄여야 한다.  

507 50%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래왔고 지금도 어쩔 도리
가 없다.  

21 2%

기타 ：   2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