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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지삭관01 란 관점에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분석 

-1학년과 2학년 수와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이 부다1). 김 진호2)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과정의 기본철학아 바뀌면 그 바뀐 철학에서 보는 지식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 빛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인 구성주의 이론의 지식관이란 판점을 준거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7 

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펀찬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를 

수와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주의 지식관을 준거로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교과서 

분석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 한 단원을 정해 초릉수학교육전문가들과 연구 

자의 분석을 Kappa 계수를 사용하여 벼교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분석의 객관성 
확보한 후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 기능， 개념， 계산 

원려， 개념 원리， 일의성， 다양성! 계열성， 통합성의 교육과정 내용변인을 설정하여 

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및 개정 교육과정의 7] 본 철학인 구성주의 지식판이란 판 

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육파정과 교과서 사이의 

피려흘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 구성주의 지식관，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수와 연 

영역 

1 . 서론 

여러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총론과 각론이 개발자와 개발 시 

기가 다름에 따라 총론과 각론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별개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고 지 

적해 왔다(김경자， 정미화， 2001; 소경희， 2000). 이런 경향은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에서도 예 

외가 아니다. 이들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로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 방향과 일 

관되지 않은 각론의 내용， 총론의 관점과 연계되지 않은 교과별 목표， 총론의 요구 형식에는 

맞으나 연계되지 않은 내용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과 판련된 문제 

언급하고 있다. 

수학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역시 교육과정 개발 이후 이루어지므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및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져1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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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는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달리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학 교과용 도서， 정규 수업 시간에 수학익힘책 사용의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지침과의 차이， 

해결력 지도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경자， 정미화， 2001). 또 수학교과서의 내용 

변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방향과 다른 경우가 많다. 

수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서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에 따라 학교 교육의 실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이하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 

자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게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 과정 구성의 책임은 학교장에게 았고(교육과학기술부， 2008a; 교 
육부， 1998a), 모든 교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펀성·운영되지 못하고 었다(융재순， 

1999). 또， 초 • 중둥 교육법 제29조 제 l항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01 외의 도서를 학교에 

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예시적인 성격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박교식， 1996). 우리 학교 교육이 지금까지 대집단의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제시된 표준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틀을 유지해왔고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이 변화를 시도하 

고 있으나 지금도 그 틀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는 강력한 힘 

을 갖고 있다(조난심， 2000. 교육과정의 의도와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 실현되고 교사와 
생들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를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분석하 

여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구성주의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교 

육부， 1998a; 목영해， 2003).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 

대를 주도할 자올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자가 

력의 신장，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의 자융성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제7차 

개정 이후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도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올 계획하고1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올 구현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학습관 

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았다- 교육과정의 정신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구성? 형식， 목표， 내용 선정의 불일치나 교과서 내용조직상 

의 연속성， 계열성 및 구성상의 문제점을 다룸 선행 연구(김경자， 정미화， 2000 , 제7차 교육 

파정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이승택 2009; 임철환， 2009)들은 있었지만 교과서에 반영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 

교과서를 수와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주의 이론의 지식관이란 판점을 

교육과정 기본 철학이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초둥학교 

수학교과서 개발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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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구성주의 지식관 

저1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정보화， 지삭 기반 사회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에 맞는 인간을 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ò] 리한 시점에서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은 

구성주의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언하였다(교육부. 1998a; 목영해， 2003) , 개정 교육과정 역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구성주의를 철학적 바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이전까지의 우리 

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객관주의 인식론에서 구성주의 인식론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에 대한 이론이다‘ 인식의 대상과 인식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같이 지식의 생성과 존재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 영역이다(이화진. 1999) , 따라서 교육 

과정 개정시 교육과정의 기본철학이 바뀌면 그 바뀐 철학에서 보는 지식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청의 개정과 그 적용과정에서 ‘무엇’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육과정 개정시 지식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교과 

교육과정의 적절성으로 수업 시수， 학습량， 난이도， 학년 간， 학교급 간， 교과 칸 연계성， 교 

육 내용의 적합성으로 활동 중집 활통의 양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교육파학기술부， 2oo8b; 
김 진호， 2009; 목영 해， 2003).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인식론은 객관주의이다(목영해， 2003) , 객판주 

의는 주관에 비해 객관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객관주의에서 지식은 인간의 인식 행위와 관 

계없이 외부에 존재하는 고정적이고 불변하며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구조를 가진 대상이 

다. 이 객관성과 절대성을 가진 완전한 지식의 구조를 인간 내부의 불완전한 인지 구조에 

심는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에 의해 얻어진 지식은 객관적인 진리로 학교 학습에 

서는 그대로 전달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또는 학생들 스스로 학자나 과학자가 인식할 때 사 

용하는 방법을 모방하여 지식을 발견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지식은 인식 주제와 독립적이고 

가치중립적이므로 구조화시켜 반복적으로 암기함으로써 기억하게 된다(이경화， 1999). 
이 객관주의의 입장을 반영하는 행통주의 심리학은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한습을 물 

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본다. 행동주의에서 교육자들은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구성 부분으로 나누어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쉬운 내용에 

내용으로 위계를 정하여 조직화한다. ò] 러한 잘 짜여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 

화， 강화，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기술을 습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Fosnot， 

2001).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공업화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 단순 기능인， 단순 지식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통적으로 대처할 
력과 창조성이 있고 정형화， 고정화된 지식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성 

하고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요구되면서(허경철， 조덕주? 소경희， 2001), 이 교육사 

조는 점차 :::l.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요청에 의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인식론은 구성주의이다(교육 

부， 1998a; 목영해， 2003). 구성주의에서 인간의 지식은 임시적， 발달적， 비객관적인 것으로 
보며， 내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와 문화에 의해 중재되어진다고 설명한다(Fosnot， 2001)‘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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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은 객판적 실제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 다른 입장에 의해 재해석되고 파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이화진， 1999). 

구성주의는 Piaget의 발생본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외 

부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자신의 기존 구조에 부합시키는 동화와 이미 가지고 있는 

변화시키는 조절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하려는 적옹의 기능이 작용한다. 이 동화? 

평형화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인간의 인지 구조는 변화하고 발달한다(Fosnot， 2001). 지금 

까지의 교육과정 내용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인식 주체 외부에서 인위적 

으로 분석， 조정하여 부분적인 하위기능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개별적으로 고유 

인지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전제아， 

2001). 그러므로 구성주의회 교육과정 내용은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구성주의에서 교육과정은 하나의 커다란 중요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연결된 일관성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황윤한 2003) ‘ 학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 
비형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과의 큰 개념으로 발전시켜 구조화된 이해로 나가도록 

것이어야 한다(Kim， 2002). 수학은 그 자체로 추상체이고 추상의 추상을 거듭해가며 발달해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Skemp， 1986), 수학 지식은 계산 방법 또는 계산 원리 중심의 교 
육과정이 아니라 개념 원리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NCTM， 1992). 사실， 지식의 객 
관적 실체를 부정하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이 개념(원리)마져도 존재하지 않는다 

(von Glasersfeld, 1995). 다만 인식자가 현재 구성중인 지식아 있을 뿐이며， 이 지식은 고정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통화) . 발달(조절)해 갈 뿐이다. 

지식을 구성중인 각 인식자의 기저 지식 및 지농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각 인식자는 주어 

진 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추상을 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인지 구조에 변화를 가 

한다. 따라서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또는 어떤 주어진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각 인식자마다 

하게 된다. 이 다롬， 곧 사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 

것이 구성주의이고 이를 실천하려는 교수 학습 방법론이 학습자 

이다. 구성주의를 기본철학으로 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미에서의 다양성이다. 

한펀， 지식의 다양성이란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수학 지식은 

상의 추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점에서 다의적 성격을 띤다(Skemp， 1986). 여l 를 

틀어， 곱셈이란 동수누가， 배， 배열， 순서쌍 풍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추상 개념이다. 즉 대부 

개념은 추상의 추상체이다. 학습자틀은 이틀 각각의 추상이 서로 관련되어 있 

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주어진 문제 상황으로부터 판련된 여러 

가지 개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였다(김진호， 2007), 

이 한 수학 개념의 다양한 성질을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변 현재의 수학교과서에서 

처럼 각 성질을 벌개로 학습 경험을 한 후 학습자들이 스스로 각 속성들 간의 연결 고리를 

맺어갈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이처럼 한 상황으로부터 여러 가지 속성들을 경험하고 이 

사이의 판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학은 추상의 추상체이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들은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곱생은 덧셈뿐만 아니라 뺑셈 및 나늦셈과도 관련되어 있다. 덧셈과 뻗생， 덧 

셈과 곱셈， 뺑셈과 나늦셉， 그리고 곱셈과 나늦셈의 판계어l 초점을 두어， 즉 수학적 지식의 

일측면적 계통성만이 강조된 지식관이 반영된 현재의 초통 수학교과서는 구성주의에서 

지식관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이전 교육과정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던 지식관의 잔재라고 할 

418 



있다. 따라서 곱쟁을 처음 학습해야 하는 사점에 

통해 이해하고 있는 비형식적 지식 

는 뺑셉 지식을 활용해서 곱셈을 이해할 

2. 선행연 

곱셈과 관련해서 일상생 

셈 그리고/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많은 연구자(이승택 2009; 임철환 2009)들이 이전 교육과정파 개정 

된 교육과정의 내적， 외적 비교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반영된 교육과정의 기 

학과의 연판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행 연 

우리나라보다 먼저 구성주의를 교육과정 철학으로 상은 미국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선행 연구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경혜， 유솔아， 정진영 (2003)은 제7차 교육과정과 미국의 Eγerγday Mathematics(이하 

EM)의 내용 조직을 연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에 초점을 두어 제7차 초등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제7차 초등 수학 교 

육과정은 수학 내용을 일회적이고 분절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내용 칸의 통합성이 부족하다 

고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핵심 수학 개념들이 한 번 소개되고 다음 내용으로 념어가 

단션형인데 비해 EM은 핵심 내용이 반복 · 심화 · 확대되는 나선형의 특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수학 내용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가르치는 내 

용을 각기 구분하는데 비해 EM은 수학 내용이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같은 내 

이 여러 영역에서 다른 수학적 판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되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수학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활동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학 내 

용을 한 내용 영역에서 단편적으로 가르철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 

룸으로써 학생들이 중요한 수학 내용을 다양한 판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학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지현(2003)은 한국과 미국의 초등 수학 교육파정올 교과서와 교실 수업 수준에서 인지 

중심적 판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곱셈 단원 교육과정 사례 

으로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2학년 수학책， 수학익힘책， 교사용 지도서와 마국의 

TERC사의 Investigatìons ìn number, data, and space의 학습자용 워 크북과 교사용 지 도서 
분석하였다. 이 중 교과서에 해당하는 연구 내용은 교과서 구성 체제 및 조직， 내용， 

행 용어에서 추론되는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단계적， 체계 

적으로 구성， 조직되어 있고，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활동 및 과제틀이 단계적이고 분절적 

인 형태로 구성되어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단계적 질문에 순차적으로 용답해 가면서 해 

선속， 정확하게 찾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활동 및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형식화， 일반화， 

상정화된 내용이 일찍부터 강조되고 ‘익히기’ 문제를 통해 반복 연습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 

다. 미국 수학교과서는 여러 맥락과 학습자의 다양한 반용을 흡수하고 피E백 하도록 되어 

있고， 활동 및 과제틀을 학습자가 문제 해결의 과정과 전략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제시하여 

학습자가 수학적 개념 원리 아이디어 동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학습자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 상호간， 학습자와 교사 간의 

적 개념이 점차 정련되도록 고안되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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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빛 철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펀찬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교육과정 기본 철학인 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제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 1-가， 1-나， 1-1, 

1-2와 2학년 수학교과서 2-가， 2-나， 2-1 , 2-2 중 수와 연산 영역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이 
2-2 5. 분수 단원은 제7차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 도서는 수학교파서， 수학익힘책， 수학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이 중 

수학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수학익힘책은 수학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의 차시별 연 

습문제와 형성평가 문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수 학습 방법적인 측면 

에서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수학교과서만을 대상으 

로 한다‘ 단， 교과서의 활동의 의도와 방법을 파악할 펼요가 있을 경우 지도서를 참고한다. 

이 중 개정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중 〈문제를 풀어 보시오>는 제외한다. 이는 제7차 교육 

과정의 수학익힘책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와 유사한 것으로 단원 행성평가를 위한 

이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볍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초동학교 수학교과서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해당 단원을 수 덧셈과 멜셈 곱셈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제7 

차 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이 교육과정 내용변인을 고려하여 제시되고 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자의 교육과정 분석의 객판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수학교육전문가 

들의 분석과 연구자의 분석과의 일치도를 Kappa 계수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Kappa 계수 
i정정 결과가 평정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측정하는 평정자간 신뢰도(객 

보여주는 통계기볍 중 하나이다(성태제， 1995). Kappa 계수를 사용해서 두 명의 천문가와 
연구자가 각각 개정 교육과정 1-1 4. 더하기와 빼기 단원을 차시별로 교육과정 내용변인의 
강조 정도에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평가자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V. 1절 참고)‘ 

이를 통해 연구자의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한 후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수 

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에서 교육과정 내용변인의 강조 정도를 분석하였다-

3. 분석 준거 

수학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 기능， 개념， 계산 원랴， 개념 원랴， 일의성， 

다양성， 계열성， 통합성의 교육과정 내용변인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구성주의 지식관에서 강 

개념， 개념 원랴， 다양성， 통합성과 이에 대응하는 기능， 계산 원리， 알의성， 계열성 

함께 분석한다. 분석 준거에 대한 정의는 <부록>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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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과 분석 및 논의 

1. 교육과정 분석의 객관성 

연구자의 교육과정 분석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였다. 두 명의 전문가와 연구자가 각각 개정 교육과정 1-1 4. 더하기와 빼기 단원을 차시 
별로 분석한 결과를 Kappa 계수(이하 K 계수)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K 계수 k의 
값에 따른 일치된 정도에 대한 판정은 다음과 같다.K 겨1수의 이론적 범위는 0 등 k 등 1.0 이 
며， K 겨l수가 .40에서 ‘60이면 ‘관찰자간 신뢰도가 있다’， .60에서 .75이면 ‘관찰자간 신뢰 

, .75이상이면 ‘관찰자간 신뢰도가 매우 높다’로 분류한다(성태제， 1995). 두 전문가와 연 
구자의 K 계수는 다음 〈표 N-1>과 같다. 

<표 N-1>전문가와 연구자간의 Kappa 계 

전문가 A와의 K 계수는 .513으로 신뢰도가 있고， 전문가 B와의 K 계 
도가 높게 나왔다. 이에 연구자의 분석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분석 

1) 수 영역 

‘750으로 신뢰 

(1) 수 세기， 읽기， 쓰기 퉁의 7]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수 개념 형성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이하 7차 교과서)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 

(이하 개정 교과서)에서 수를 알아보는 단원은 <- 수>라는 단원명으로 5까지， 9까지， 50까 

지， 100까지의 수， 세 자리 수를 다루고 있다.7차 교과서 1-자 <1. 5까지의 수〉단원 r셰어 

봅시다.J 에서 동물원 그렴을 보고 사물의 개수를 셰어 보게 한다. 이후 r_를 알아봅시다.J 

라는 주제로 1-가에서 50까지 1-나에서 100까지 2-가에서 1000까지의 수를 알아보고 있다. 

개정 교과서에서도 r_를 알 수 있어요」로 제목의 수정이 있을 뿐 7차 교과서와 

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7차 교과서에서 9까지의 수를 알아보는 활통은 그림에 제 

시되어 있는 사물을 셰어 본 후 그 수를 .로 나타내고 수를 약속하고 읽고 쓰는 방법 

제시한다. 이후 10-1000의 수를 알아보는 단원에서 꽂갑， 색종0]， 빨대， 수모형 등을 서1 어 

보고 107~씩 묶어 세면서 수를 약속하고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 교과서도 다루고 

있는 구체물의 종류만 다를 뿐 7차 교과서의 활동의 방법과 내용은 

수의 양을 비교하는 내용은 7차 교과서 수를 다루는 단원에서 각각 

하여 봅시다‘」를 다루고 있다‘ 모두 일대일 대웅과 묶음의 수 세기를 통해 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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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고 있다. 두 자리 수 이상의 수부터는 수 모형을 사용하여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 

다. 그리고 구체물을 통해 수를 비교하고 ‘5는 4보다 릅니다.’ ‘4는 5보다 작습니다.’라고 표 

한다. 이 표현에 대해 부등호를 사용하는 표현의 약속은 1-나 <1. 100까지의 수〉 

단원에서 하고 있다. 개정 교과서에서도 다루는 구체물의 종류만 다를 뿐 활동의 방법과 내 

용은 모두 동일하다-
위에 진술하였듯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들은 단순히 사물을 세어보고 수를 약 

속하고 읽고 쓰는 방볍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수 세기는 수 개념 구성의 기초 수단이고 

(Baroody & Coslick, 2005), 이후 수의 크기 비교， 덧셈， 뺑셈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 

또， 수를 나타내는 기호인 숫자와 읽는 이름인 수사， 구체적인 그림 표상을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를 세고， 읽고， 쓰는 기능 뿐 아니라 수와 관련하여 수의 의미와 원 ci 

이해할 필요가 았다. 수의 의미에는 집합수， 측정수， 순서수， 명목수의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집합수의 의마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 

로 한다‘ 수 세기 원리에는 일대일 대웅의 원리 일정순서의 원리 순서무관계의 원리， 서 

적 명명의 원리， 추상의 원리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수사를 말로 세는 것 
게 물체의 수를 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수의 비교는 하나의 묶음을 대상으로 

세기와 달리， 두 개 이상의 수를 대상으로 한다- 수를 비교하기 위해 아이들은 대상의 외양 

이 바뀌어도 그 양적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수 보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의 묶음을 같은 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두 묶음의 모양은 달라도 양아 같다는 것 

리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수 개념의 일면적 성취는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수 개념의 

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구생주의 지식관에서 볼 때 교과서에서 수 세기 기능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2)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십진기수법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구체물을 10개씩 묶음과 낱개로 나타내는 활동을 

”λ
T 

해 자연수를 나타내게 하여 십진기수법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7차 교파서와 개정 교과서 <50까지의 수>， <100까지의 수>， <세 자리 수>단원에서 

알아보는 활통으로 꽂감이나 빨대， 수 모형 등을 10개씩 묶어 보게 한 후 묶음과 낱개 

의 개수를 파악하여 수로 나타내고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를 약속하는 부분에서 문 

장으로 ‘10개씩 2묶음과 낱개가 4개이면 24라고 합니다.’와 같이 나타내고 있으나， 10개씩 

음과 낱개로 나누어 나타내는 표현은 7차 교과서 <50까지의 수>. <100까지의 수>단원의 r 

몇십 몇을 알아봅시다.J 에 제시되어 있고 「물건의 개수를 셰어 봅시다.J와 개정 교과서 

<100까지의 수>단원 r99까지의 수를 셀 수 있어요」에서 사물의 수를 파악하는 활동에서 제 

시되어 있올 뿐이다.10개썩 묶음과 낱개로 나누어 나타내는 표현은 7차 교과서에서 19까지 

의 수와 몇섭을 다룰 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개정 교과서에서는 수를 알아보는 차시에 

서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세 자리 수를 다룰 때 <그림 N-1>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 

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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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저l시된 내용은 여러 자리 수를 파악하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십진기수법의 제계 

의 규칙을 발견하고 자릿값을 이해하도록 하기 보다는 단순히 수를 제시하여 읽고 자릿값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섭진기수법파 같은 위치적 기수법은 자릿값과 0에 의한 자리 잡기의 

원리가 있다(최창우， 2005) , 그러나 7차 교파서와 개정 교과서에서는 102와 같은 수처럼 해 

당되는 단위의 수가 없을 때에 그 자리에 0을 써서 나타내는 0에 의한 자리 잡기의 원리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섭진기수법파 자릿값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를 세는 과정과 읽 

는 과정을 통해 숫자의 위치에 따라 숫자가 나타내는 값이 다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itton, 2003). EM 교과서의 〈그림 N-2>파 같이 수를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로 
나누어 써 보는 활동이나 같은 숫자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수를 만들어 보는 활동은 섭진기 

수볍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훌.훌*빼서써길샤!ÍÌl셔“i낭 

<그 험 N-2> EM 교과서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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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가지 수 개념 중 집합수의 의미 
。l 부족하다. 

제시하고， 수 세기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의 의미로 집합수， 순서수， 명목수를 다루도록 되 

어 있다i 그러나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는 순서수의 경우 ‘첫째~아홉째’만을 다루고 

있다. 이후 순서수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 나머지는 사물을 서l 어서 마지막으로 대응된 수 

사로 사물의 수를 나타내는 집합수로서의 수 개념만을 다루고 있고， 명목수는 다루고 있지 

않다. 

세는 방법에 있어서 묶어 세기의 경우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50까지의 수>단원에 

서 강낭콩을 107H씩 묶어 셰어 보는 활동이 있다. 또 2학년에서 곱셈을 다루면서 제시되어 

있다. 뛰어 세기의 경우 7차 교파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수 배열표를 다루면서 순서대로 읽 

기와 가로줄과 세로줄의 수들의 규칙 찾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수에는 집합수， 측정수， 순서수， 명목수의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수 개념의 바른 이해를 위 

해 수 이틈이 사용되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수라도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음 

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CBaroody & Coslick, 2005). 그 
러나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는 집합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수 시1 기 방법은 차례로 

시l 기， 거꾸로 세기， 묶어 세기， 뛰어 세기 둥이 있다. 그러나 위에 진술하였듯이， 교과서에서 

있는 방법은 차례로 세기가 대부분이고 거꾸로 세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묶어 세 

기와 뛰어 세기는 곱셈 개념 학습올 위해 필요한 수 세기 방법이다. 그러나 거꾸로 세기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거꾸로 세기는 빨셈 개념 학습을 위해 필요한 수 세기 방법 

이다. 학생들이 수 개념을 파악하고 이후 연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례로 서l 

세기의 여러 방법들을 자주 접하면서 수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 

EM 교과서에서는 수 배열표나 수직선 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수 세기를 많이 제시하 
고 있다(<그림 N-3> 참고)‘ 학생들이 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서 다양한 수의 의미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셰어 보는 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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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 에 따라 계열성 

고려하고 있으나 수학 내의 

고려하여 분절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영역 또는/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생활고}의 통합을 

거의 없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는 수를 다루는 단원에서 다루는 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주제는 셰어 보기， 수를 알아보기， 수의 순서 알아보기， 두 수의 크기 비교 

하기이다. <5까지의 수〉단원과 <9까지의 수〉단원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는 셰어 보기， 

알아보기， 수의 순서 알아보기，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이다. 두 교과서 모두 <9까지의 

수>단원에서 수의 순서 알아보면서 <5까지의 수〉단원에서 제시되었던 첫째~다섯째를 포 

함하여 제시하고 있고 개정 교과서 <9까지의 수〉단원에서 r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알 
있어요」에서 1-5의 수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이외의 활동에서는 모두 각 단원에서 

있다. 수 배열표를 보고 수의 순서를 알아보고， 규칙 

범위 전체의 수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1-9의 수를 학습한 이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들은 같은 원리에 따라 。l 루어진다. 

1학년과 2학년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단원， 차시별로 다루는 수의 범위 

제한하여 매 교과서， 단원， 차시에서 수에 따라 같은 활동을 분절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교 

과서를 펀찬하는 사람틀의 입장에서 다루는 수의 범위를 단원 차시별로 제한하여 채시하고 

있는 것이다. 각 단원에서 다루는 수를 각 단원， 차시별로 분리하여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 

수의 전체 범위에서 수의 개념과 구성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성 

주의 수학교실 교과서 (Bachman， 2010)나 EM 교과서에서 수를 다루는 초기 단원부터 1-
100의 수 배열표를 제시하여 전체 수 범위에서 수를 파악하는 활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 모두 수를 다루는 활동에서 실생활과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학 

생들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수학 내의 다른 영역과 

통합된 부분은 7차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교과서는 다른 영역과의 

시도하고 있다. 개정 교과서 1-1 <6. 50까지의 수>단원에서 학용품， 과일， 모양 조각， 민 
분류하고 셰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도형， 

계 영역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지식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교과서에 생활 장면이 포함됨으로 학생틀의 학습 

상황을 보다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또， 다혼 영역이나 다른 과목과 통합된 지식은 지식의 

이해를 돕고 지식의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개정 교과서에서 실생활 뿐 아니 

라 다룬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덧셈과 뺑셉 영역 

(1) 덧생과 뺑셈의 개념보다 식을 도입하고 계산하는 기 강조하고 있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덧셈과 빨셈 단원을 살펴보면 모두 문장 형식의 문제를 제시 

하고 식으로 표현한 후 그림 또는 수 모형， 수직선을 사용하여 해결 과정을 나타내게 하거 

나， 식을 수 모형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한 

후 세로생 형식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 교과서 2-1 <2. 덧셈과 뺑셈(1)>단원에 
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 보사오’라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과정 

제시하고 았으나 다른 단원에서 모두 수 모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세로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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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았다. 

교과서를 보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 모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된 순서 

에 따라 활동하고， 수 모혐 그림을 보고 세로셈 형식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Ginsburg (1989)는 학생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알고리즘을 배우지만， 알고려즘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알고리즘은 세로셈， 족 수직으로 제시하 

고， 일의 자려부터， 즉 오른쪽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 알고리즘은 자릿값 개념에 기초한다. 

그러나 학생틀의 정신적 알고리즘은 보통 수평적으로 제시하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한 

다.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얽혀지지만 표준 알고리즘은 이와는 반대 방향이다‘ 표준 알 

고리즘은 주어진 각각의 수를 분리된 숫자의 집합으로 다루면서 같은 자리에서 아래위로 

이는 수들은 그것틀이 미-치 일의 단위 수얀 것처럼 계산하게 된다， 표준 알고리즘은 각각의 

가진 자릿값의 의미를 무시한 채， 상징적 조작을 하게 한다. 그러나 정신적 알고려 

수까 지니는 자릿값의 의미를 거의 언제나 보유한다(Ginsburg， 1989). 학쟁들이 덧셈파 뺑셈 
개념을 바르게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형식적 계산 방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생틀의 정신적 알고리즘과 표준 알고려즘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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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4> 개정 교과서 1-2 <4 덧셈과 뺑셈(1)>， 2• 1 <4 멋셉과 뺑셉(2)> 

(2) 덧셈과 빨셈에서 0의 성질과 덧셈의 교환법칙의 개념 원리를 일회적으로 다루고 있고， 
덧생과 뺑셈의 역연산 관계를 계산 원리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덧셈과 뺑셉에서 0의 성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7차 교파서 1-가 <5. 더하기따 빼기>단 
원에서 덧셈에서 ‘0+2=口’ 문제와 뺑생에서 ‘2-0=0’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고 1-나 <3. 10 

와 모으기>에서 0을 포함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두 자리 수):1:0과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개정 교과서 <4. 더하기와 빼기>단원에서는 7차 교과 
서보다는 0이 포함된 문제가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N-5>에서 보듯이 3+0=3의 문제를 활 

제시하고 ‘계산을 하시오.’에서 0을 포함한 문제를 제시하고 었다‘ 뺑셈에서도 마찬가 

지로 문장제 문제로 3-0=3의 상황을 다루고 있고， ‘계산을 하시오.’에서 4-0=디， 8-0=디， 

0-0=디의 4문제를 제사하고 있다i 개정 교과서 1-2 <3. 10을 가르기와 모으기>， 

<4. 덧셈파 뺑셉(1)>단원에서 다루는 문제는 7차 교파서 1-나와 동일한 형태이다. 그러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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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두 자리 수):t0파 같은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7차 교과서 1-가 <5‘ 더하기와 빼기>단원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둑돌의 수를 비 

활동을 통해 덧셉의 교환법칙을 다루고 있다. 개정 교과서 1-1 <4. 더하기와 빼기〉 
단원에서도 7차 교과서와 비슷하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덧셈식으로 써 보도록 한 후 ‘계 

하사오.’에서 식으로 된 두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후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덧셉의 교환법칙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다. 개정 교과서는 이후 1-2 <4. 덧셈과 뺑셈(1)> 
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20+3은 얼따입니까?’에 20+3=口와 3+20=口， 이 

문제의 세로셈 문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7차 교과서 1-가， 1-나， 2-가， 개정 교과서 1-1, 1-2, 2-1에서 덧셈과 뺑셉을 다루는 단원 

에서 한 번씩 덧셈과 뺑셈의 역연산 관계를 다루고 았다. 모두 같은 형태의 

서가 구성되어 있다. 개정 교과서를 예로 들면 〈그림 N-5>와 같다. 문제를 제시하고 그림 

으로 나타낸 후 口가 포함된 덧셈작 또는 밸셈식을 쓰도록 한다. 

4 

2’ 9l ‘~. \il~ ;tl이 4';) 'l!생 사$:，7_ L~-ι1 ~~쩌 

〈그림 N-5> 개정 교과서 1-1 <4. 더하기와 빼기> 

덧셈에서 0은 a+O=O+a=a, 0+0=0이 성 립하고， 뺑생에서 a-O=a, a-a=O, 0-0=0이 성 립한다. 

개정 교파서에서 7차 교과서보다는 0의 성질올 활용한 덧셈과 뺑셈 문제 수가 증가하였으나 

7차 교과서와 개정 교파서 모두 학생들이 0의 성질을 파악하고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교과서 모두 한 자리 수의 경우에서 0의 성질만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이 큰 수에 대해 

서도 O익 성질이 성렵함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덧생의 교환 법칙은 두 자연수를 어떤 순서로 더하든지 그 합은 언제나 같다는 것으로 이 

후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여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 

다， 그러나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두 수를 바꾸어 더해도 같다는 덧셈의 

교환 법칙의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똑 제시되 

어 있지 않다. 또한 0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두 자리 수 이상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알 

았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덧셈으로 해 

결할 지， 뺑셈으로 해결할 지， 아니면 알고 있는 덧셈으로 뺑셈을 해결할 지， 알고 있는 웰 

생으로 덧셈을 해결할 지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口칸에 알맞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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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찾아 쓰도록 하는 계산 원리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a==b+x일 때， x=a←b가 성립하는 

덧셈과 뺑셈의 역연산 관계에 대해 이와 같은 활통만으로 부족하다. 교과서의 활동이 학생 

이 문제 상황에서 2+5=7을 알고 있을 때 의 문제의 답을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올 길러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교과서의 문제들은 덧셈과 뺑셈의 상황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놓고 있어 덧셈과 뺑셈의 역연산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적용할 문제는 교 

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교과서에서는 덧셈과 뺑셈에서 0의 성질， 덧생의 교환법칙올 일회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 

과서에서 제시된 덧셈과 뺑셈에서 0의 성질 덧셉의 교환법칙과 같은 개념 원리를 한 번 접 

한다고 해서 초풍학교 학생들이 이 개념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생들의 작은 수에 

대한 이해와 큰 수의 。l 해가 다르므로 큰 수에 대해서는 0의 성질이나 교환법칙 둥이 성 립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법척에 대한 이해도 점차적으 

로 구성 해 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Bachman， 2010). 

(3) 덧셈과 뺑셉의 문제 상황의 다양성 이 
지 문제 해결 방법을 다루고 있다. 

덧셉과 뺑셈의 적용학습에서 여러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덧셈과 뺑생의 문제 상황을 상펴보면， 

4명이 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자 어린이 3명이 놀러 왔습니다. 어린이는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시오.’나 ‘비둘기가 5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 중 3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비둘기는 몇 

마리가 남아 있는지 알아보시오.’와 같이 대부분 a+b=?, a-b=? 형식의 문제이다. 1。이 되 

더하기와 10에서 빼기를 다룰 때 ‘딱지 6장올 가지고 있습니다. 딱지 몇 장올 더 따면 10장 

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채우는 구슬 107R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몇 

잃어 구슬 3개가 남았습니다. 잃은 구슬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의 6+디=10， 10-口=3

문제 등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또， 3+4=5+2나 5=2+3과 같이 등호의 오른쪽에 식이 

제시되어 았지 않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7차 교과서 1-나 <7. 더하기와 빼기 (2)> r실생 

적용하여 봅시다.J 에서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덧셈， 뺑셈을 하는 

었다. 2-가 <2.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뺑셈(1)>단원의 r실생활에 적용하여 봅시다.J 에서 여 

러 가지 방법으로 합을 구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를 구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2. 두 
자려 수의 덧셈과 뺑셉 (2)> 단원에서는 r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봅시다‘」를 주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을 구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를 구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2-나 

<2.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뺑셉(1)> 단원도 2-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 
여 봅시다‘j를 주제로 여러 가지 방볍으로 합을 구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를 구하기 

제시하고 있다. <4. 세 자리 수의 덧생과 뺑셈 (2)> 단원에서도 「설생활에 적용하여 봅시다.J 

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을 구하기， 여려 가지 방법으로 차를 구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 교과서는 l학년에서는 덧셉과 뺑셈의 다양한 제산 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다. 개정 교 

과서 2-1 덧셈과 빨셈(1)>， <4. 덧셈과 뺑셉 (2)> 단원에서 처음으로 각 차시의 학습에 

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2. 덧셉과 
뺑셉(1)> 단원의 「덧셉을 할 수 있어요」에서 <그림 N-6>에서 보듯이 주어진 문제를 그림 

으로 나타내는 활통을 통해 합을 알아보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구해 보시오.’에서 ‘ 17+5는 

얼마지’， ‘18, 19, 20, 21 , 22, 답은 22잖아.’，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을까?’로 제시하고 

428 



있다뺑셈을 할 수 있어요.J에서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과 수 세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다 

방법으로 구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활동으로 수 모형으로 알아보도록 하 

고 표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r탐구 활동」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생하기， 여러 가 

지 방법으로 뺑셈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4. 덧셈과 뺑생 (2)> 단원의 r덧셈을 할 수 있어요. 

」와 r뺑쟁을 할 수 있어요.J 에서도 <2. 덧생과 펠셈(1)> 단원에서처럼 그렴과 다른 방법으 
로 구하는 것올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 활동에서 수 모형올 통해 표준 얄고려즘을 제시하고 

있다， 또여러 까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과 차를 구하 

것을 다루고 있다 <2. 덧셉파 펠셈(1)> 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 

은 r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에서 다루고 있다. <4. 덧셈과 빨셉 (2)> 단원 r 

셈을 할 수 있어요 (2) J. r 뺑셈을 할 수 있어요(2)J 에서 마지막 활똥으로 ‘~여러 가지 방 

법으로 계산하여 보시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 N-6> 개정 교과서 2-1 <2. 덧셈과 B앨셈(1)> 

7차 교과서의 r실생활에 적용하여 봅시다.J와 r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봅시다.j와 

개정 교과서의 r여러 가지 방볍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J 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은 덧셈 

과 뺑생을 학습한 후 적용하는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차시 학습에서 덧셈과 뺑셈을 학습하면서 수 모형을 가지고 활동하고 이를 통해 표 

준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에 앞서 다루어져야 한다. 

세 수의 계산에서는 두 수의 계산보다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였다. 세 수의 계산은 7차 교 

과서와 개정 교과서 1학년과 2학년 모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7 

차 교과서 2-가 <2.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뺑생 (2)> 단원에서 세로셈 형식을 제시하고 

방볍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주어진 순서대로 앞의 두 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와 마지막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3+6+7과 

제 해결에서 주어진 수를 보고 수의 구성에 따라 덧셈의 교환볍칙을 활용하여 13과 7을 먼 

저 더한 후 6을 더하거나 6과 7을 먼저 더하여 13+13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덧셈과 뺑셉의 문장제의 유형은 첨가와 구찬 상황에서 미지수가 결과， 변화， 초기값 중 어 

느 것인가， 부분/전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전체인가 부분인가， 구차 상황에서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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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인가， 비교량인가， 준거량인가에 따라 다른 유형이 있다(Baroody & Coslick, 2005). 그 
러나 위에 진술하였듯이 7차 교과서와 개정 교파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첨가와 구잔 상황에 

서 결과가 미지수인 문제， 합병 상황에서 전체를 구하는 문제? 구차 상황에서 차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를 보고 덧셈인지 뺑셈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덧셈을 배울 때 

주어진 숫자를 더하고， 빨셈을 배울 때는 주어진 숫자를 빼면 되는 것이다. 교파서에서 이러 

문제의 학습은 학생들이 문제에 포함된 숫자에만 집중할 뿐 단어들은 무시하게 

다양한 문제 상황의 제사를 통해 학생들이 덧셉과 뺑셈의 개념을 생각하고 문제 상황을 

악하고 해결하도흑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에서 등호의 사용은 학생 

이 등호를 왼쪽의 식 의 답을 쓰는 결과로 인식 하게 한다‘ 5=2+3，디+2， 4=6←口과 

형식이나 2+5=4+3, 7-1=3+3과 같은 다양한 식의 제시를 통해 등호의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 
수 있을 것이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는 학생들이 덧셉과 뺑셉의 문제 상항에 대해 생각하고 

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탐구하게 하고 학생들의 지식과 형식화된 지식을 연결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또， 문제 해결에 았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앞에서 덧셈과 뺑셉의 표준 알고리즘을 학습한 후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 

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미 문제 해결 방법의 정형화펀 표준 알고리즘을 익히고 난 후 문 

제 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자신 

이 까지고 있는 수에 대한 감각과 덧셉과 뺑셈의 개념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 

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올 한 후 그로부터 표준 알고리즘을 유추하고， 자선의 방법과 

알고리즘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u] 형식적 지식과 다양한 인지 

조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그 이후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차시 순서를 수정할 펼요 

가 있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는 덧셈과 뺑생의 문제 상황의 다양성이 

방법에 있어서 형식화 된 계산 방법을 익힌 다읍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교파서에서 학생들에게 정형화된 문제 상황에서 한 가지 자료로 형식화 된 계산 방법 
찾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지식 

관과 대응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여려 가지 자료와 방법을 통해 문제 해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4) 단원， 차시를 계열성에 따라 분절적으로 구성하고 

리고 다른 파목과의 통합은 거의 없다. 

내의 여여 
。 • 1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 1학년과 2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덧셈과 빨생의 내용은 1학년에 

서는 한 자리 수의 덧셈과 빨셈， 두 자리 수 범위에서 수의 분해를 바탕으로 한 덧셈과 B밸 

셈을， 2학년에서는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범위에서 덧셈과 뺑셈을 다루고 있다. 단원을 살 

펴보면 수의 크기나 계산 방법에 따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의 제열성올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다‘ 덧셉과 뺑셈의 원리를 살펴보면 위에서도 진술하였듯이， 덧셈과 뺑셈에 

서 0의 성질은 1-가， 1-1에서 학습한 이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덧셈의 교환법칙은 1-가， 

1-1에서 학습한 이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제시나 언급이 없다. 위에서 

이， 1-2 <4. 덧셈과 뺑셉(1)>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20+3과 3+20이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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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덧캠과 빨셉의 역연산 관계에 대한 부분은 1-
한 차사씩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앞의 <그렴 N-5>와 아래의 

있는 수만 바뀌었을 뿐 제시하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aJ ~oS，이 수낀풍 .. 성 " ’‘’ 여 ι‘V'.L<;'_ 

~ι 

샤'7J，T.!f. ~ 1lJ.킥씬쩌 ~!î!:셔‘.'f._!l... ~4Jι 、i~

ι 

"M, 야 수용니‘、:l"'~~' 

‘ ~~!li "i'-* ‘.j.Lí! ‘S뉴 

〈그렴 N-7>개정 교과서 1-2 <4. 덧셈과 B앨셉(1)> 

수학의 계열적인 특성상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에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던가， 새로운 내용의 학습에 이 

용할 수 있도록 덧셈의 문제 상황을 뺑셉식으로 해결한다든가 뺑셈의 문제 상황을 덧셈식으 

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잉생녕파 ~r!Jfl :ç.eL ... ~아.':f~* 놓아 jμ '4 S .. ~~'t;τ 

’ s::-"，pJ~ _"'}1'; 양~:a껴 、한야 3 't! jt}!t 용 ‘;￥ 、상。，}t! 
셔‘ 

l f.S 양쩌 갱의 '~이 δ얀 카 ... 당 1.7，우 상δ""， 

@('..J~l-i1 걱 ~1 ~~’씨 ‘’%~:.vi하석 sl셔오 

<그림 N-8> 개정 교과서 

통합성을 고려한 부분은 〈그림 N-8>에서 보듯이， 개정 교과서 1-1 <4. 더하기와 빼기〉 
단원 r탐구 활동」에서 도미노 카드를 활용하여 양쪽 도미노 가드 점의 수의 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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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1• 2 <4. 덧셈과 뺑셈(1)>단원 「탐구 활동」에서 정삼각형 속의 수를 보고 규칙을 
찾는 활동이 있다. 또 1-2 <6‘ 덧셈과 뺑생 (2)>단원 「탐구 활동」은 ‘숫자와 기호로 올바른 

어 보시오.’， ‘합이 18이 되도록 세 수를 묶어 보시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하여 덧생과 뺑셈 개념과 수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 덧생과 8앨생 영역은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설생활 장면 

하여 통합성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 내의 다른 영역이나 다른 교파와의 통합된 

문제 상황을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덧생과 뺑샘 영역의 학습의 특성으로 볼 때， 수학의 

다른 영역이나 다른 파목에서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 내의 다른 영 

역， 다른 과목파의 통합에 대한 부분은 수학교과서에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 

3. 곱셈 영역 

학생들이 여러 수학적 내용들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수학 내 

수학 내용을 알고， 이용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정 교과서의 r 

내의 개념 간， 수학 영역 간 통합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 

(1) 동수누가의 개념을 강조하고， 곱셈 익히기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7차 교과서 2-가 <8‘ 곱하기 >, 2-나 <1. 구구>단원파 개정 교과서 2-1 <8. 곱셉 
2-2 <1. 곱셈구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곱셈의 개념은 묶어 세기를 통한 동수누가의 개 

념을 제시하고 있다‘ 7차 교파서 <8. 곱하기〉단원에서는 r묶어서 셰어 봅시다.j 에서 공깃돌 

5개씩， 3개씩 묶어 세어 본다. 다음 「곱셈을 알아봅시다.j 에서 옥수수와 구슬을 묶어 셰 

어보고 덧셈식으로 나타낸 후 곱셈을 약속하고 있다곱셈식을 알아봅시다.j 에서도 윷가락 

과 별올 각각 묶어 셰고 덧셈식과 곱생식으로 나타내고 식을 읽는 것올 약속하고 있다몇 

배를 얄아봅시다.j 에서 색종이 5장의 4배를 5장씩 4묶음과 같다고 활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 

다. 개정 교파서 2-} <8. 곱챔〉단원에서 「묶어서 셀 수 았어요」에서 의자의 수를 묶어서 
상황으로 제시하고 과제를 2개씩， 3개씩 묶어 세기를 하고 아이스크렴을 3개씩， 4개씩， 5 

개씩 묶어 세고 있다몇 배를 알 수 있어요」에서 빵을 4개썩 묶어 보고 덧생식으로 나타 

내고 곱셈식을 약속하고 있다곱셈을 알 수 있어요」에서 사탕을 5개씩 묶어 세고 곱셈식 

나타내고 읽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동수누가와 배의 개념 외에 제시되어 있는 곱생의 

개념으로 곱셈의 교환법칙을 학습하기 위해 직사각형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개 

정 교과서 2-} <8‘ 곱셈>r탐구활동j(<그림 N-9>)에서 인형에 옷을 업혀 보는 활동으로 

순서쌍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 〈곱셈구구>단원에서는 곱셈구구표를 만드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교과서 모두 곱셉구구 도입을 2-5-3-4-6-7-8-9단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 

다.7차 교과서와 개정 교파서의 2의 단 곱셈구구를 알아보는 활통 단계는 <그림 N-}O>에 

서 보듯이 다음과 같다. 문제를 제시하고 그림으로 나타내고 셰어보도록 하여 곱셈을 파악 

후 곱셈구구표를 만든다. 다튼 단의 곱셈구구를 알아보는 것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개정 교과서의 형식도 7차 교파서와 다르지 않다. 

곱셈의 문제 상황 유형은 같은 수를 거듭 더하는 경우의 동수누가 (기준량)x(기준량의 몇 

개분)=(전체량)， 배와 비율의 개념， x+a=b인 형이 있다(최창우， 2005). 위에 진술하였듯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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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곱셉의 개념은 모두 동수누가로 덧셈식으로 나 

타낸 것을 곱셈으로 나타냄으로써 학습하고 있다. ‘배’라는 표현을 ‘×’의 표현과 동일하게 사 

용하고 있고， 이산량의 배만을 나타냄으로써 동수누가로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 

다.7차 교과서의 r곱셈을 알아봅시다‘j의 활동과 r몇 배를 알아봅시다.j의 활동에서 통수누 

가로서의 곱과 배로서의 곱의 개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고， 개정 교과서에서 r몇 배 

있어요」의 활동은 7차 교과서의 r곱셈을 알아봅시다.J 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모두 곱셉의 동수누가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미 얄고 있는 멋셈에 관 

한 지식으로 곱셈을 도입하는 것은 효과적이다(Baroody & Coslick, 2005). 그러나 이것 
학생들이 곱셈은 텃셈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게 하여 덧셈적 사고어1 만 머무르 

게 하는 것이다‘ 곱셈 개념의 형성을 위해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덧셈을- 활용하여 동수누가 

로 접근하는 것은 좋으나 그 외의 다른 유형의 곱셈 상황을 통해 곱셈 개념 

하여야 한다 또，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곱셈구구>단원은 곱셈구구표를 완성하고 익 

힌 곱셈구구를 활용하여 겨l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다.<곱셈 구구〉단원 

에서도 여러 가지 곱샘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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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I립 N-9> 개정 교과서 2-1 <8. 곱뿜 

살펴보았을 때， 여려 가지 개념 중 동수누가로서의 한 가지 개념을 강조하고 

완성하고 익히는 기능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곱셈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수누가로서의 개념 뿐 아니라 곱셉의 여러 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곱셈구구를 익히는 기능 보다 곱셈에 대한 올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EM 교과서를 살펴보변 동수누가와 배로서의 곱생 개념 
의 곱셈 개념을 많이 다루고 았다. 또， 구성주의 수학교실-곱셈‘(Burns， 2009) 
이 학생틀이 곱셈의 개념， 곱셈과 덧생과의 관련성， 직사각형 배열로서의 

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r묶음으로 이루어진 것들j을 살펴보면， 식사 시간에 

필요한 젓가락 수를 파악하는 상황을 통해 곱셉의 개념을 도입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미 

있는 덧셈이나 뺑셉의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곱셉의 개념 

을 익히게 된다‘ 곱셈올 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하는 기능에 앞서 곱셈의 개념을 바르게 파악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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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곱셈에서 1과 0의 성질， 곱셉의 교환법칙을 계산 원리 으로 제시하고 있다. 

7차 교과서 2-나 <1. 곱셈구구〉단원에서 <그림 N-10>과 <그림 N-ll>을 비교해 

수 있듯이 다른 단의 곱셈구구의 도업과 마찬가지로 1의 단 곱셈구구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다른 단과 벨 차이 없이 곱셈 구구표를 만드는 활통을 하고 있다. 개청 교파서 2-1 

<8. 곱셈>단원에서는 2학년에 7개 반이 있는 학교의 각 교실에 1개씩 있는 서랍장의 수를 

알아보는 활동올 통해 1의 곱을 다루고 있다. 2-2 <1. 곱셈구구>단원에서도 7차 교파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의 곱셈구구표를 만드는 활동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r 

엠표를 만들어 봅시다.J에서 ‘1과 어떤 수의 곱은 얼마입니까?’의 불음을 제시하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 0의 곱은 <그림 N-ll>에서 보듯이 과녁맞히기놀이 상황을 통해 제시하 

고 있다. 개정 교과서는 〈그럼 N-12>에서 보듯이 2-2 <1. 곱셈구구〉단원에서 공 꺼내기 

놀이 상황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는 2-나 <1. 곱셈구구>단원에서 곱셈의 교환법칙을 한 차시로 다루고 있다. 

모눈종이에 두 칸씩 세 줄 칠한 것과 세 칸씩 두 줄 칠한 것을 비교하여 보고 ‘2x3은 3x2와 

같습니다.’로 제시하고 2x4=4x口와 같은 문제를 두 문제 제시한다‘ 다음 학생들이 줄 서 있 

보고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을 비교하여 본다. ‘두 수를 서로 바꾸어 곱하 

어떻게 되는지 말해 보시오.’라고 제시하고 9x6=6x口와 같은 문제를 두 문제 제사한다. 

다.J 에서 곱셈표를 보고 ‘6x5는 5x6과 같습니까?’， ‘9x3은 3x9와 같습 

니까?’， ‘7x4는 4x7과 같습니까?’로 제시하고 있다곱생표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찾아봅시 

다.J에서 ‘종이에 곱셈표를 그러고 그렴과 같이 접으시오‘’ ‘종이를 접었을 때 만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로 제시하고 았다. 개정 교과서 2-2 <1. 곱셈 

서 규칙을 알 수 있어요」에서 ‘6x8은 8x6과 같습니까?’ ‘9x4는 4x9와 같습니까?’로 제 

시하고 있고 ‘곱생표를 점선을 따라 접었을 때 만나는 수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로 제시하고 았다. 또 모눈종이에 불임 딱지를 셰 개씩 네 줄 붙인 것과 네 개씩 세 

붙인 것을 l:!]교하게 

곱셈에서 l xa=a, ax1=a, Oxa=O, axO=O이 성립하고 axb=bxa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위에 

진술하였듯이，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곱셈에서 1의 성질을 다른 단의 경우와 

바 없이 제시하고 있다.7차 교과서에서 곱셈표에서 ‘l과 어떤 수의 곱은 얼마업니까?’의 질 

채시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 교과서에서 1의 곱을 다루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 

기에서 그 성질에 대한 언급은 없다.0의 성질의 경우 개정 교과서가 7차 교과서에 비해 0 
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7차 교과서가 개정 교파서에 비해 교환 법칙을 알아 

보는 내용올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줄 서 있는 상황의 직사각형 배열을 통해 

셈의 교환법칙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개정 교과서는 곱셉의 교환법칙을 다 

내용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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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성질과 0의 성질의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파 더불어 곱셉의 동수누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개정 교과서에서 교육과 

정 방침에 따라 내용 경감을 위해 곱셈의 교환법칙에 대한 내용이 곱셈표에서 규칙 

내용에 포함되어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곱셈의 교환법칙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학생 

반으로 풀어들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습량 경감 

(3) 곱셈구구의 제시에서 계열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고 한 가지 방법으로 곱셈 
있다. 

위에 진술하였듯이，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모두 곱셉구구를 지도하는 

2-5-3-4-6-7-8-9-1-0단의 순서이다.3차와 4차에서 각 단에 대한 난이도와 상관없이 2단부 

터 9단까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비해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곱셈구구 지도에서 계열성 

생각하여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곱셈구구 지도 순서에 있어 2단보다 5단을 번저 지 

도하고 2-4-8, 3-6-9-7의 순서로 제시하는 중국 교과서나 배종수의 5-2-4-8-3-6-9-7-1-0 
단의 순서 , 미 국 교과서 의 2-5-3-1-0-4-6-7-8-9-10단의 순서 (김 상근， 2008) 등도 있지 만 
리나라의 5차 이후 곱셈구구 각 단 지도 순서 역시 학생들이 각 단의 구성 원리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단올 먼저 지도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도 진술하였듯이， 곱 

셈구구표를 만드는 방법이 모든 단이 동일하다. 교과서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 세기나 동수누가 등의 곱생 개념을 생각할 여유 없이 곱셈구구표를 만들고 익히는 것을 

한 경향이 았다. 곱셈구구표를 익히는 것은 이후 학습에 펄요한 중요한 기능 학습이다. 

그러나 이런 기능에 대한 학습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곱하는 수에 따라 적절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목과의 통합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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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 모두 다양한 사물을 곱하는 수의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 

고 있다. 개정 교과서는 7차 교과셔에서 5， 8， 9단에 모두 이동 수단에 타는 사람수를 사용 

하고 있는 것을 다양성올 고려하여 다른 사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7차 교과서 2-가 <8. 곱하기>단원에서 ‘성냥개비 3개로 삼각형을 만드시오. 이러한 삼각 
형 4개를 만들려면 성냥개l:l1 가 몇 개 필요한지 곱셉식으로 쓰시오.’의 활동이 있다. 2-나 

<1. 곱셈구구〉단원에서 포눈종이에 그려진 직사각형 배열의 그림에서 모눈의 넓이를 파악 

하는 활동이 았고， 사각형과 잡각형의 변의 수를 파악하는 활동이 있다. 개정 교과서는 2-2 
<1. 곱셈구구>단원에서 모눈종이에 직사각형 배열로 붙임 딱지를 붙이고 모눈 수를 셰어보 

활동이 있다. 

위에 진술하였듯이， 곱셈 단원에서 직사각형 배열을 사용하고 있고 7차 교과서에서 성냥 

개벼로 삼각형 만드는 활동과 삼각형과 사각형의 변의 수를 다루는 문제가 있으나 개정 교 

과서는 다른 수학 영역의 내용과의 통합이 줄어들었디 도형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학생들 

이 곱셈의 개념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또， 곱셈과 덧셈과의 관련성 외에도 나늦샘， 

셉파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관지어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EM 교과서에 
서는 곱셈과 나늦셈과의 판계를 2학년에서 곱셉 개념 학습과 함께 다루고 있고， 구성 

수학교실-곱셈 CBums, 2009)에서도 학생들이 곱셈 상황의 문제 해결올 위해 자신이 이]:11 

방식으로 덧셉과 뺑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곱셈 영역 내용 

제시에서 수학 내의 다른 영역 또는/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통합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 

4. 논의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수학교파서의 수 영역은 수 세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수 개념 형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교과서에 제시 

내용이 십진기수법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여러 가지 수 개념 중 집합수의 

의미를 주로 제시하였고 수 세기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수의 크기에 따라 계 

고려하여 분절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생활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으나 수학 내의 

과목과의 통합은 거의 없었다. 덧셈과 빨셈 영역은 덧샘과 빨 

셉의 개념보다 식을 도입하고 계산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덧셈과 뺑셈에서 0의 성질 -

과 덧셈의 교환법칙의 개념 원리를 일회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덧셈과 뺑셉의 역연산 관계 

를 계산 원리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덧셈파 뺑셈의 문제 상황의 다양생이 부족하였고， 

덧셈과 뺑셉의 적용학습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다루고 있었다. 단원， 차시를 계 

성에 따라 분절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수학 내의 다른 영역 또는/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합은 거의 없었다. 곱셈 영역은 동수누가의 개념을 강조하고 곱셈구구 익히기 기능을 강조 

하고 있었다‘ 곱셈에서 l과 0의 성질， 곱생의 교환법칙을 계산 원리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었 

다. 곱셈구구의 제시에서 계열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고， 한 가지 방법으로 곱셉구구표를 만 

들고 있었다. 곱하는 수에 따라 적절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학 내의 다른 영역 

고 다른 과목파의 통합은 거의 없었다-

정영옥(2005)은 RME에 기초한 네털란드의 초등 수학 교육과정을 자연수와 연산 영역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였다. 아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풍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 

위한 논의로 수개념 지도와 관련해서 농도수(즉， 집합수)와 순서수의 균형 있는 지도，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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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크기의 지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수학교과서가 수 

영역에 있어서 집합수 개념을 강조하고 있고 순서수의 지도는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덧셈과 뺑셉 영역에 있어서도 멋셈과 뺑셉의 개념 보다 형식화 된 계산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수학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여야 할 주제로 NCTM(992)에서 수에 

대한 이해와 사칙 연산의 의미를 꼽고 있다. 구성주의 지식관에서 따른 교육과정에서 수와 

연산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수학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은 개념의 강 

조가 부족하였다. 

연구에서 교과서의 내용은 집진기수법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부족하였고， 덧셉에서 0의 

성질과 교환법칙의 개념 원리를 일회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 덧셈과 뺑셈의 역연산 관계 

는 계산 원리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다‘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학생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시 

야 한다. 또 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개념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학습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는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을 계열성을 고려하여 분절적으로 제 

시하고 있고， 실생활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으나 다른 영역， 다른 과목과의 통합온 거의 없 

었다. 우리나라 7차 수학 교육 과정과 미국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서경혜， 유솔아， 정진영 

(2003)은 우리나라 7차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이 일회적이고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내용 

간의 통합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도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은 물 

론 개정 교육과정도 통합성이 부족하였다. 하나의 수학적 개념을 한 내용 영역에서 단펀적 

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 영역에서 다양한 각도로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아 중요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개념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여 수학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영을 

첫째，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펀찬된 초등학교 l학년과 2학년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은 구성주의 지식판에서 개념을 강조하고 있옴에도 불구하고 개념 보다 기 

을 강조하고 있었다. 수 영역에서는 수 개념 형성 보다는 수 세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멋셈과 빨셈 영역에서는 덧셈과 뺑셉의 개념보다 식을 도입 

로 계산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곱셈 영역에서도 곱셈 개념보다 곱셈 

가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은 구성주의 지식판에서 개념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원리 

보다 계산 원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수 영역에서 내용 제시가 섭진기수법의 원리틀 이해하 

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덧셈과 뺑셈 영역에서는 0의 성질과 덧생의 교환법칙의 개념 원리 

일회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덧셈과 앨셈의 역연산 관계를 계산 원리 중섬으로 제시하고 있 

었다. 곱셈영역에서는 1과 O익 성질 곱셉의 교환법칙을 계산 원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 

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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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영역은 구성주의 지식관에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개념， 

원리의 관점과 표현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수 영역에서는 수 개념 중 집합수 

의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하고 수 세기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했고， 분수 모델로 연속 

량 모텔의 넓이 모델 한 가지만 활용하고 있었다. 덧셉과 뺑셈 영역에서는 문제 상황， 문제 

해결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곱셈 영역에서는 곱셈의 여러 개념 중 동수누가의 한 가지 

개념을 강조하고 있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초등학교 l학년과 2학년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은 구성주의 지식판에서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계열 

성에 따라 분정적으로 제시하고， 수학 내의 다른 영역이나 다른 과목과의 통합이 부족하였 

다. 수 영역， 덧생과 뺑셈 영역， 곱샘 영역 모두 계열성올 고려하여 분절적으로 단원을 구성 

하였다. 개정 교과서 덧생과 뺑셈 영역에서 통합성을 좀 더 고려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통합성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제7차 교육과정 및 개정 교육과정의 71 본 철학인 구성주의 지식관이란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듯이 교육파정의 기본 철학의 지식관이 반 

영된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노력할 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구성주의의 지식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성주의 지식판을 반영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 수학의 다른 영역에 대한 교과서 

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초풍학 

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를 수와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의 지식판을 준거로 분석 

였다.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다루는 영역은 수와 연산 영역 외에 도형， 측 

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의 영역이 있다. 수와 연산 영역 외의 다른 영역의 교 

과서 내용이 구성주의의 지식관에 따라 편찬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수정 보완할 점에 대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수학의 개념， 개념 원리， 다양성， 통합성을 강 

조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 

로 볼 때， 교과서 내용에서 개념， 개념 원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았고，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 교과서는 내용을 일회적，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교과서의 내용에서 기능과 겨l산 방 

법 보다 개념과 개념 원리를 중접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면에서 볼 때? 수학적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형식화 된 방법을 다룬 다음 적용 학습에 

서 다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탐구 이후 형식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 

통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수학적 개념은 한 번 학습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익힐 수 았는 것 

이 아니다. 한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서로 다른 수학적 내용과 다른 내 

용 영역의 개념과 절차들을 관련지어 학습함으로써 수학적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룰 수 았다. 

셋째，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 시 

강조하고 다양성， 통합성을 고려하는 구성주의 지식 

국이나 싱가포르， 네덜란E의 여러 교과서에 제시된 

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창고할 필요가 있다- 개념(원리) 

반영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 u1 
살펴폼으로써? 우리나라 교과 

넷째， 본 연구에서 제7차 교육과정 및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인 구성주의 지식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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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개발된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분석 결파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에 괴리가 있음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진술된 교수 · 학습 방볍， 평가 

등에 대한 판점이 교과서 및 수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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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Knowledge 

-with Focus on the Number and Operation Contents in 1st 
and 2nd Grades 

Lee, Booda3) • Kim, Jinh04) 

Abstract 

If the philosophy of the curriculum is changed when the curriculum is revísed, 
díscussion about knowledge viewpoints in the changed philosophy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ís to ana1yz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EM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knowledge as basic philosophy of the 7th curriculum 
and the 2007 revísed curriculum and to present aím of textbooks development through 
the results ‘ 

Accordíng to the results, the number and operation units of 1st and 2nd grades of 
EMT compiled accordíng to the 7th curriculum and the 2007 revised curriculum didn't 
reflect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knowledge as the philosophy of the curriculum. 
From the ana1ysis, EMT were not composed so as to agree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knowledge that emphasize concepts, conceptua1 principles, v없iety， 

mtegration. 

Key Words Knowledge viewpoint of constructivism, 7th nationa1 curriculum, 2007 
revised curriculum,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Areas of numbers 
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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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과서 분석 설문지 

구성주의 지식관이란 에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분석에 

안녕하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설문에 응해 

다. 본 설문지는<구성주의 지식판이란 판점에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분석>이 

서 교과서 분석의 객관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생념의 분석과 본 연구자의 분석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각하신 바에 따라 설문에 응답해 주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어떠 

이 감사드립니다i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 

내용변인 정의 

기능 - 학생들이 속도나 정확도를 갖고 해낼 수 있는 연산파 같은 과정 

개념 - 주어진 수학적 대상이나 사실들을 분류하여 특정의 수학쩍 대상이나 사실들이 어 

떤 수학의 추상적 아이디어에 합당한 예가 되는지 아니면 반례가 되는지 

수 있게 하는 추상적 아이디어 

계산원리 - 수학의 일반적 생질을 증명 가능한 형태의 명제로 나타낸 것의 식 

계산을 하는 방볍 

개념원리 수학의 일반적 성질을 증병 가능한 형태의 명제로 나타낸 것 

일의성 - 개념 또는 원리의 한 변을 다룹 

다양성 개념 또는 원려의 여러 가지 경 

계열성 - 학습 내용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의 순서로 내용을 하위 기능으로 냐누어 제 

시함 

통합성 -학습 내 

11차시 
74 

다른 수학적 내용 또는 다른 내용 영역의 개념과 연 

일의성 1 다양성|계열성|통합성 1 

CD@@ I CD@@ICD<Z)(3) ICD@@ 

φ @ @ ICD@@ICD@@ICD @ICD@@i 

((1)-강조하지 않음， @-보통，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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