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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follow up study of [2].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contents of
middle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published in the 1st National Curriculum Pe-
riod centered on the concept ‘straight line’ and discuss how they are different from
contemporary mathematics textbooks in view of connectedness of contents, math-
ematical terms, textbook as a learning material vs. teaching material, relationship
between contents of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some topics related
to direct proportion, function, method of equivalence as a method for solving si-
multaneous linear equations and so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nd discussion
suggest implications for reforming mathematics curriculum and developing math-
ematics textbooks.

Keywords: the 1st National Curriculum, mathematics textbook, straight line; 제1
차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직선.

MSC: 97U20 ZDM: U23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광복 직후인 1946년 미 군정청 학무국의 교수요목 제정

위원회에서 교수요목을 제정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55년에 공표된 제1차 교육과정을

거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고, 이에

근거하여 수학교과서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2].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천, 교육과정 간 혹은 교과서 간 내용 비교 분석, 교육과정 시기별 수학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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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11, 3, 4, 2, 14, 16, 17, 15, 6, 5, 7], 연구자

또한 [2]에서 교수요목기에 발행된 초급중학교 수학교과서의 직선 관련 내용 구성과 전개

방식의 특징을 현행 수학교과서와 비교하여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는 [2]의 후속 연구로서1) 우리나라최초의공식교육과정인제1차교육과정에따른

수학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전개 방식의 특징을 ‘직선’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에서도 논의하였지만 도형으로서의 직선, 미지수가 2개인 일차방정식, 연립

일차방정식, 일차함수와그그래프, 직선의기울기등의개념은중등수학교과서의기하영역,

문자와 식 영역, 함수 영역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들로서 이들 개념에 대한 분석은 각 영역의

내용구성과전개방식분석의기초가된다. 특히제1차교육과정에따라발행된수학교과서에

나타난 ‘직선’ 관련 내용의 구성과 전개 방식은 교수요목기에 발행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 간의 연결성과 통합의 측면에서, 사용된 수학 용어의 측면에서, 그 밖에 정비례나

등치법을 포함한 몇 가지 내용 구성과 전개 방식의 측면에서 현행 교과서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이후의수학교과서 집필 및교수�학습자료개발에 유의미한시사점을제공해 줄것으로

판단된다.

2 제1차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요

제1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Figure 1과 Figure

17에 제시된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을 보면, 교수요목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내용의 수준이

낮아지고 양 또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수요목기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

다루던 소수 (素數)의 개념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으로 이동하였고, 중학교 1

학년에서 다루던문자를사용한 식의표현, 음수, 제곱비례, 제곱근 관련내용은 중학교 2학년

(문자식, 음수)과 3학년 (제곱비례, 제곱근)으로이동하였다. 심지어중학교 1학년에서다루던

복비례관련 내용은중학교에서는아예다루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다루게 되었다.

그 대신에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진술은 이전보다 훨씬 상세하고, 학년 간 혹은 영역 간 내

용이 중복되어 제시된 부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교과서 역시 하나의

주제를여러학년에걸쳐중복하여다루면서점진적으로심화시키는방식으로내용이구성된

경우가많다.

그리고 교수요목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수학 용어가 한자로 표현되었지만, 제1차 교육과정

문서상에서는 근사값 (近似값), 소수 (素數), 수직선 (數直線), 구적 (求積) 등의 몇 가지를 제외

하고는용어의한자표기가 거의 대부분사라졌음을 확인할수 있다.

또 ‘활용’, ‘문제해결’등의항목이많아졌음을확인할수있는데, 이로부터제1차교육과정이

1) 이런 이유로 본 논문 각 장과 절의 제목을 포함한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이전 연구인 [2]의 틀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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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보주의교육사상의 영향을받았음을짐작할 수있다.

Figure 1. Contents of the 1st mathematics curriculum(1st grade of middle school) [11, 14]; 제
1차 수학과 교육과정 내용 (중학교 1학년) [11, 14]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중학교 수학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전개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발행되어 사용된 몇몇 교과서 [8, 9, 10]를 분석하였다. 이들 세 교과서의

초판 발행일은 모두 단기 4289년 (1956년)이고, 검정 연월일은 단기4289년 (1956년) 3월 20

일이다. 세교과서중에서중학교 1학년과 3학년교과서는단기 4292년과 4293년에개정판이

발행되었는데, 본연구에서분석한교과서는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은모두단기 4293년 (1960

년) 2월 1일에 발행된 개정판이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는 단기 4289년 (1956년)에 초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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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것이다. Figure 2는 이들 세 교과서 중에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내용 차례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2에 제시된 내용 차례에 나타난 용어 표현에서 보듯이, 교육과정 문서에서 한자

표현이 대부분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 차례에 사용된 수학 용어 역시 한자를

병기한 경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각 단원의 내용 전개 과정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비율과경제’라는대단원과그하위중단원인 ‘상품과매매’, ‘저축’, ‘각종요금’등의

독특한단원명을확인할수있는데, 이로부터이때당시에수학의학습을실생활과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있었음을 알수 있다.

또 Figure 1에제시된교육과정문서의내용차례와 Figure 2에제시된수학교과서의내용

차례를 비교해보면,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교과서의 내용 구성 (단원명, 내용 제시 순서 등)과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구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교육과정 문서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제외

하고는교과서의구체적인내용구성이나전개방식을크게구속하지않았음을짐작할수있다.

교수요목기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구성 방식이나

순서가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른 시기의 교육과정과

비교되는 제1차교육과정의또 다른 특징 중하나라고볼 수있다.

3 ‘직선’ 관련 내용의 구성과 전개 방식의 특징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제1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직선 관련

내용을기본도형으로서의직선에대한내용, 미지수가 2개인일차방정식및일차함수의그래

프로서의직선에대한내용, 이들내용과관련된수학용어의특징분석의세부분으로나누어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수학 용어는 당시 교과서에서 실제 사용된 용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한다.

3.1 도형으로서의 직선에 대한 내용

현행중학교수학교과서에서는기하영역에서직선을기본도형의하나로소개한뒤, 평면과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루고, 두 직선의 평행, 수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등의

개념을 정의하며, 두 직선이 평행일 때의 동위각, 엇각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에서직선이 지닌 성질을해석기하의 방법으로 다룬다 [12, 13].

본연구에서분석한제1차교육과정기중학교 1학년수학교과서내용은크게 6개의대단원

‘제1단원 자연수, 제2단원 분수와 소수, 제3단원 비율과 경제, 제4단원 도량형과 재기, 제5

단원 도형과 그의 성질, 제6단원 통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직선이나 선분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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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example of table of contents of mathematics textbook in the 1st curriculum pe-
riod(1st grade of middle school) [8]; 제1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 내용 차례 예시 (중학교 1
학년) [8]

정의하지 않고, ‘제5단원 도형과 그의 성질’의 ‘제1장 간단한 도형’의 ‘7.평행과 수직’ 단원

에서 두 개 이상의 직선이 나란히 갈 때 이들의 위치 관계를 ‘평행’이라 하고 이들의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정의하며, 삼각자를 이용하여 평행선을 긋는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직선과

직선이 직각으로 만날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평면과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만남, 평행, 일치, 꼬인 위치 등) 그 자체를 학습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보인다. 그리고 ‘제2장도형과그의성질’의 ‘1.평행선과각’단원에서평행선과동위각,

엇각의관계를다루고, ‘3. 평행사변형’에서평행사변형의개념및성질을다룬다. 교수요목기

교과서에서는 두 직선의 평행, 평행선, 동위각, 엇각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가 평행선의

개념 및 성질과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졌지만,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는 이들

내용이 별개의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교수요목기와 마찬가지로 평면과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개념 등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

대신 Figure 3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선택과목 ‘기하’의 내용 중 ‘6. 좌표와 방정식’에서

좌표, 직선, 원, 원추곡선 등을 다루는데, 이 중 직선을 다루는 영역에서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위치 관계 (평행, 수직, 교점), 평행이동 등을해석기하의방법으로 다룬다.

그리고 Figure 4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2. 함수’와 선택 과목인 ‘해석’

의 ‘1. 수와 식의 계산’에서 1차식의 그림표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중복하여 다룬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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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6. Cartesian coordinate’ and equation in ‘Geometry’ [11, 14]; 고등학교선택과목 ‘기하’
의 ‘6. 좌표와 방정식’ [11, 14]

‘ㄴ. 1차함수’ 단원과 ‘ㄷ. 2차함수’ 단원을 보면, ‘ㄴ. 1차함수’ 단원에서 1차식의 그림표

(일차함수의 그래프), 1원 1차방정식, 연립 1차방정식, 1차 부등식을 함께 다루고, ‘ㄷ. 2

차함수’ 단원에서는 2차식의 그림표, 2차방정식, 허수 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로부터 제

1차 교육과정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2) 이와 달리 현행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 내용은 ‘문자와

식’ 영역에서, 일차함수와 이차함수 및 그 그래프 관련 내용은 ‘함수’ 영역에서, 수와 그 연산

관련 내용은 ‘수와 연산’ 영역에서 각각 분리하여 다룬다.

3.2 일차함수의 그래프로서의 직선에 대한 내용

현행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걸쳐 정비례 관계 y = ax의 개념과

성질을 다루고, 중학교 2학년에서 미지수가 2개인 일차방정식, 연립일차방정식, 일차함수

y = ax+ b와 그 그래프를 다룬다. ‘기울기’라는 용어는 중학교 2학년에서 일차함수의 그래

프를 다루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직선의 방정식’은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연립일차방정식의

관계를 다룰 때 도입된다 [12, 13].

제1차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정비례와 역비례 및 비례 관계의 도표시를

다루고, 2학년에서 일차함수와 그림표, 비례 관계의 그림표를 다루며, 3학년에서 연립일차방

정식의 이해, 함수그림표 그리기와 활용 (일차관계, 비례관계의 그림표)을 다루게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여러 학년에 걸쳐 중복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교과

서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서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일차함수와 그 그래프

2) 문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교육과정 문서뿐 아니라 교과서 내용 역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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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tents of ‘2. Function’ of ‘Mathematics(1st grade of high school)’ and ‘1. Calcu-
lation of numbers and expressions’ of ‘Analysis’ [11, 14]; 고1 수학의 ‘2. 함수’와 선택과목 ‘해석’
의 ‘1. 수와 식의 계산’ 내용 [11, 14]

(비례식의 그림표, 1차식의 그림표), 연립일차방정식 (연립방정식과 그림표)에 대한 내용은

3학년에서 다룬다. 그리고 교과서 상에는 중학교 전 과정에서 ‘함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며, 연립일차방정식을 다루면서 ‘미지수가 2개인 일차방정식’의 개념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이제 이들 내용을 학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제3단원비율과경제’의 ‘3.정비례하는양’단원에서정비례 (’비례’라고도

함.) 관계를 다룬다. 정비례 관계를 그림표로 그리면 직선 (실제로는 반직선)이 됨을 설명하

기는 하지만 양수와 음수가 모두 나타나는 좌표평면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

모눈종이 (격자)에나타낸다. 이는단원의제목 (정비례하는양)에서짐작할수있듯이실제의

양 (量)을 다루고 있고 아직까지 음수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이어

다루는반비례 (역비례) 관계역시마찬가지이다. 실제로이내용을학습하기전까지학생들은

자연수 (‘정수’라 칭함)와 분수 (와 소수)만을 학습하였다 (제1단원 자연수, 제2단원 분수와

소수).

또한 정비례 (비례) 관계를 문자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y = 2x나 y = 3x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조차 다루지 않고, Figure 5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두 양의 변화를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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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표로 나타내는 정도로만 다루면서 도입한다. 정비례 관계에 대한 대수적 표현 즉, 관계식

y = ax는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룬다. 이는 반비례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Figure 5.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irect proportion [8, p. 93]; (정)비례 관계의 도입 [8, p.
93]

여기서 정비례의 정의에 대한 진술 방식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통상어떤양 x가 2배, 3배, 4배, ...로변함에따라다른양 y도 2배, 3배, 4배, ...가되는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하고, 이때 관계식 y = ax가 성립함을 설명한다. 이에 비해

Figure 5에서는 ‘갑, 을의 두 양이 항상 같은 비로 변화할 때 갑과 을이 서로 정비례한다’고

정의하는데, 이를 문자로 표현하면 ‘변하는 두 양 x, y의 비 y
x 가 항상 같을 때 x와 y는 서로

정비례한다’가 된다. 이때 일정한 비의 값을 a라고 하면 y
x = a로 나타낼 수 있고, 이로부터

관계식 y = ax가 곧바로 유도된다. 물론 두 정의는 진술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정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gure 5에 제시된 정의는, ‘정 (正)비례

(constant proportion)’가 일정한 (正, constant) 비를 유지하면서 변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내는 용어임을 직접 드러내주는 정의이고, 관계식 y = ax 역시 y
x = a로부터 곧바로

유도될수있다는점에서, 이후교과서집필과정에서채택을고려해볼만한진술방식인것으로

보인다.

(나) 중학교 2학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례 관계에 대한 y = 4x와 같은 대수적 표현은 중학교 2학년의

‘제3단원 방정식과 그의 응용’의 ‘제2장 방정식의 응용’의 ‘3.방정식 그림표’ 단원에서 처음

다루어진다 (Figure 6 참고).

그러나 여기서 정비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정비례 관계는 위 내용의

학습 후에 곧바로 이어서 학습하는 ‘제4단원 비례’의 ‘제1장 정비례와 비례식’의 ‘1. 정비례’

단원에서 정식으로 다루는데, Figure 7과 같이 변화하는 두 양을 문자 x, y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정비례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의한다. 이때 두 용어 ‘정비례’와 ‘비례’를 함께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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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onal expression y = 4x [9, p. 102]; 관계식 y = 4x [9, p. 102]

Figure 7. Definition of direct proportion [9, p. 113]; 정비례 관계의 정의 [9, p. 113]

그리고곧바로정비례관계에대한대수적표현즉, 관계식을 Figure 8과같이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변수 (變數)’와 ‘비례상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1학년 교과서에서의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두변수사이의 ‘일정한비’가강조됨을식 ‘ yx = a’와용어 ‘비례상수’를통해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표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사실은

반직선)임을학습한다. 반비례관계역시유사한방식으로다루는데, 교육과정문서와는달리

교과서에서는 ‘역비례’라는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용어 ‘역비례’는 이 시기 이후

우리나라수학교과서에서더이상사용되지않게된것으로보이는데, 역비례가 x의 ‘역수’인

1
x 과 y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라는 점에서 이 용어의 삭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Figure 8. Expression of direct proportion [9, p. 114]; 정비례 관계의 식 표현[9, p. 114]

2학년의 첫 단원에서 음수를 학습하였으나,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는 여전히 양의 값에

한정하여 다룬다.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에 대한 그림표가 각각 원점을 지나는 직선, 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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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曲線)이 됨을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인 경우와 한 쪽 쌍곡선인

경우 즉, a > 0, x > 0, (y > 0)인 경우만 다룬다 (Figure 9 참고). x의 값이나 y의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를 나타낼 수 있는 좌표평면은 중학교 3학년에서 도입된다.

Figure 9. Graph of direct proportion and inverse proportion [9, p. 115–116, 126];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그림표 [9, p. 115–116, 126]

(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크게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단원 위치를

나타내는방법’에서좌표평면을도입한뒤좌표평면에서 1차식의그림표, 비례식의그림표를

다루는데, 이는 현행 교과서의 일차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 ‘함수’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제3단원방정식과부등식’에서연립방정식과그림표를다룬다. 먼저 ‘제1단원위치를

나타내는방법’의 ‘제1장위치를나타내기’의 ‘2.평면위의점의위치’에서기준이되는직선을

‘좌표대’, 가로의좌표대를 ‘가로대 (x대)’, 세로의좌표대를 ‘세로대 (y대)’, 세로대와가로대가

만나는 점을 ‘원점’, 좌표대를 그린 평면을 ‘좌표평면’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관련 용어들을

도입한다. 그리고 ‘제2장 1차식의그림표’의 ‘1. 그림표와좌표’에서현행의직선의방정식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2. 비례식의 그림표’에서 1학년과 2학년에서 학습했던 정비례

관계와 그 식을 Figure 10과 같이 다시 한 번 반복하여 학습하는데, 여기서는 음의 값까지도

취급하면서 정비례 관계에 대한 그림표가 반직선이 아니라 직선이 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내용과 차이가 있다.

y = ax의 그림표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임을 학습한 후, 그 그림표에서 a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학습하면서직선의기울기를 Figure 11과같이정의한다. 이때기울기를 ‘일차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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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irect proportion and straight line [10, p. 16–17]; 정비례 관계와 직선 [10, p. 16–17]

그림표 (그래프)’가 아니라 ‘직선’의 기울기로 기술하는데, 이는 기울기가 함수 개념 발생의

맥락보다는 도형으로서의 ‘직선’을 좌표평면에서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직선의

고유한 성질인 곧음 즉, 직선성 (直線性)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생했으리라는 관점 [1]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Figure 11. Slope of straight line [10, p. 18–19]; 직선의 기울기 [10, p. 18–19]

‘3. 1차식의 그림표’에서는 y = ax + b의 그림표 역시 직선이 됨을 y = ax의 그림표의

평행이동을 통해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ax + b인 모양의 식을 x의 1차식이라 정의하면서

x의 계수, 상수항 등의 용어를 도입하고, a와 b가 지닌 기하학적 의미를 Figure 12와 같이

설명한다. 이로부터 이때 당시의 교과서에서 일차함수와 일차식 및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연결하여 함께 도입하고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경우 일차함수는 함수 영역, 일차식은 문자와 식 영역에서 따로 분리하여 다룬다.

Figure 12. Meaning of the expression y = ax + b [10, p. 21–23]; 식 y = ax + b의 의미와 관련
용어 도입 [10, 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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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원방정식과부등식’에서는연립방정식, 1차부등식, 2차방정식등의주제를다룬다.

세주제모두 1차식의그림표, 2차식의그림표를이용하여해를찾아보는내용을먼저학습하고

나서, 식을 조작하여 대수적으로 해를 찾는 방법을 학습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된다. 실제로

‘제1장 연립방정식’의 내용은 ‘1.연립방정식과 그림표’와 ‘2.연립방정식의 셈 풀이법’의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연립방정식과 그림표’에서 연립방정식의 개념과 해를

찾는 방법을 학습한다. 특이한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연립방정식이 y = ax+ b인 꼴의

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Figure 13 참고), 앞서 학습한 1차식의 그림표를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이용하기위한의도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즉, 연립방정식의개념과풀이를 1차식의

그림표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다루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Figure 13. Simultaneous equations and graph [10, p. 58]; 연립방정식과 그림표 [10, p. 58]

그러나그림표를이용하여해를찾는방법은두그림표 (직선)의교점의좌표를두방정식의

x, y에정수를대입해가면서그값이일치하는값을찾는것으로연립방정식이정수해를가지

는경우밖에다룰수없다. 이런이유로정수해이외의해를갖는보다일반적인경우는그다음

단원인 ‘2. 연립방정식의셈풀이법’에서다룬다. 실제로 Figure 14를보면연립일차방정식의

해를 그림표로 찾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를 찾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해를 찾으려면

대수적인 방법 즉 ‘셈’으로 찾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 연립방정식의 셈 풀이법’에서는 대수적으로 해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을 학습하

는데, Figure 15와 같이 대입법과 가감법 이외에 현행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등치법을

가장 먼저 소개한다. 등치법은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y = ax + b, y = cx + d의 꼴로 고친

다음, 두 1차식의그림표의교점의 y좌표가 ax+ b = cx+ d로같다는사실을이용하여해를

찾는 방법이다. 이는 1차식의 그림표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앞 단원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등치법에 의한 풀이를 학습한 뒤 대입법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가감

법을 학습한다. 대입법 역시 등치법과 유사하게 1차식의 그림표의 교점의 x, y좌표가 같다는



Do Jong Hoon 113

Figure 14. Algebraic method for solving simultaneous equations [10, p. 59]; 연립방정식의 셈
풀이법 [10, p. 59]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풀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가감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순수한대수적인풀이방법으로서행렬의기본행연산의반복을통한연립일차방정식

풀이법인 가우스 소거법의 간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으로 등치법과 대입법을 먼저 소개하고, 가감법을 나중에 소개하는 것 역시 방정식과

함수의 연결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5. Method of equivalence [10, p. 60]; 등치법 [10, p. 60]

연립방정식을 학습한 뒤에 2차방정식과 1차부등식도 학습하는데, 이들 내용 역시 각각 2

차식의 그림표와 1차식의 그림표를 이용하여 그 개념 및 해의 의미를 설명한다. 즉, 2차식의

그림표가 포물선이 됨을 학습하고 몇 가지 2차식의 그림표를 그려본 뒤 2차식의 그림표가 x

대와 만나는 경우의 식을 2차방정식으로 도입하고, 그 해의 의미를 설명한다. 1차부등식의

개념과 그 해 역시 1차식의 그림표를 이용하여 도입하고 설명한다. 현행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문자와 식 영역에서 연립방정식과 일차부등식을 다룬 뒤에, 함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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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함수와 그 그래프 및 연립방정식과의 관계를 다룬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과서에서는 1차식의 그림표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다룬 뒤에 연립방정식과 1차부등

식을 1차식의그림표를활용하여다룬다.3) 즉, 함수영역과방정식과부등식을다루는문자와

식 영역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위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례상수’, ‘(직선의) 기울기’, ‘x의 계수’라는

용어가 맥락에 따라 서로 달리 사용되는데, 비례상수는 양의 값에 한정되는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식 y = ax에서, (직선의) 기울기는그그림표가좌표평면에서직선이되는식 y = ax

에서, x의 계수는 y = ax+ b의 우변이 되는 x의 1차식이라는 맥락에서 각각 사용된다.4)

3.3 수학 용어의 특징

Figure 16은제1차교육과정기중학교수학교과서에사용된수학용어중에서본연구에서

살펴본 직선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도입되는 수학 용어들을 현행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기의

용어와 비교한 것이다.

교수요목기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에 해당하는 ‘교수요목’에서는 모든 수학 용어를 한자로

표현하였고 교과에서도 대부분의 수학 용어를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였다 [2]. 그러

나 제1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대부분의 수학 용어를

한글로만표기하고괄호안에한자를병행하여표기하는경우는극히일부분에지나지않는다.

실제로 Figure 16에서한자를병행표기한용어는변수 (變數), 왼변 (左邊�좌변), 오른변 (右邊�

우변)밖에없고, 앞서살펴본중학교교육과정문서에서도근사값 (近似값), 소수 (素數), 수직선

(數直線), 구적 (求積) 등의몇가지용어외에는모든용어를한글로만표기하였음을확인한바

있다. 한자를병행표기하는경우에도해당용어가처음등장할때만병행표기하고, 이후로는

한글로만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 이때 당시에 한자의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 용어의 한글 표기 확대가 곧 수학 용어의 순우리말 표현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교수요목기에 사용되던 금, 나란 (나란한 2직선, 나란히꼴, 나란한 사각형),

꼴 (나란히꼴) 등의순우리말수학용어는제1차교육과정부터더이상사용되지않고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순우리말은 아니지만 x의 역수인 1
x 과 y 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의미하는 ‘역비례’

라는 용어 역시 교육과정 문서에는 등장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3) 또 현행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이차방정식을 먼저 다루고 이차함수를 학습하며,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야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2차식의 그림표를 먼저 학습한 뒤
이를 이용하여 2차방정식을 도입한다.

4) ‘비례상수’라는 용어는 3학년의 ‘1. 2차식의 그림표’ 단원에서도 등장하는데, y = ax2일 때 ‘y는 x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고, 이때 a를 ‘비례상수’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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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Mathematical terms related to straight line; 직선 관련 수학 용어

‘역비례’ 이외에 ‘함수’, ‘일차함수’, ‘일차관계’ 등의 용어도 교육과정 문서에만 제시되어

있고교과서에서는사용되지않음을확인할수있는데, 이로부터교육과정공표와교과서집필

사이의 기간에 용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4 맺는 글

지금까지 제1차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전개 방식을 직선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연구를 통해 살펴본 제1차교육과정기중학교수학교과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요목기와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 간의 연결성과 통합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은 정비례와 반비례, 일차함수 등을 다루는 함수 영역과 일차식, 일차방정식, 일차연립방

정식, 일차부등식등을다루는문자와식영역이별개의영역으로분리되어있지만, 이시기의

교과서에서는 함수의 그림표 (그래프)를 매개로 하여 이들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학적 연결성을 반영한 교과서 내용 구성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후 교과서 집필 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수요목기에는거의 대부분의수학용어가한자로표현되었지만, 제1차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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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는몇가지용어를제외하고는용어의한자표기가거의대부분사라졌음을확인할수

있는데, 이로부터이때당시에한자의사용을최소화하려했음을짐작할수있다. 그러나 ‘금’,

‘나란’(나란한 2직선, 나란히꼴, 나란한 사각형), ‘꼴’(나란히꼴) 등의 순우리말 수학 용어와

‘역비례’라는용어가더이상사용되지않게된것은아쉬움이남는다. 만약한자용어를대체할

순우리말수학용어를발굴하고자한다면교수요목기와제1차교육과정기에사용된용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교과서와는 달리 하나의 주제를 여러 학년에 걸쳐 중복하여 다루면서 점진적

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된 경우가 많고, ‘비율과 경제’, ‘상품과 매매’, ‘저축’,

‘각종요금’ 등의 생활 단원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지어 가르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이때 당시의 수학 교과서는 교과서가 지니는 두 측면

즉, 교사의 수업에 초점을 두는 교수 자료의 측면과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학습 자료의

측면 중에서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둔 학습 자료의 측면이 좀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과정문서와교과서의내용구성및전개방식에적지않은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

보아 교육과정 문서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이나 전개 방식을 크게 구속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교사’가 ’다양한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흥미와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후 교과서 검인정

제도 개선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그밖에 ‘정비례’개념의정의방식, ‘함수’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도관련내용을

다룬내용구성및전개방식, 연립방정식의풀이방법중연립일차방정식과일차함수의그래프

사이의관계를직접적으로활용하는 ‘등치법’의소개등의구체적인사례역시이후수학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차교육과정은우리나라최초의공식적인교육과정이다. 이런점에서본연구는우리나

라근현대수학교육의역사를정리하는데에기초자료가될것으로보인다. 또한수학용어를

포함하여이상에서살펴본이시기수학교과서의내용구성과전개방식에서나타나는몇가지

특징은 이후의 수학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에 시사점과 참고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글 보다 좋은 논문을 위해 성심어린 가르침과 충고를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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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ontents of the 1st mathematics curriculum(2nd and 3rd grade of middle
school)[11, 14]; 제1차 수학과 교육과정 내용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