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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초등 수학 수업 자료 분석1)

이 수 민 (경북포항장원초등학교)

김 진 호 (대구교육대학교)✝

구성주의를 반영한 대표적인 교수·학습 이론인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이상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구성주

의 관점에 따른 교육과 관련된 유무형의 제 요소들(지식

관, 학습자관, 교사의 역할, 평가, 수업 형식, 학습, 수업 자

료 등)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 중 수업 자료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음을 전제

로 개발되어야 하고, 지식의 통합성, 다양성 등이 반영되

어야 할 것이며 개방형 속성을 지닌 자료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객관적 인식론을 적용할 때 갖던 특징과는 다른

특징들을 지녀야 하므로, 수업 자료가 그러한 특징들을 가

지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 1-2 학년군 수학③ 교과서의 스토리텔링이 처음

도입된 단원 중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되는 <1. 세 자리

수>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성주의 수학교실 2학년

의 <3. 자릿값의 이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Ⅰ. 서론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인식론을 구

성주의로 채택한 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패

러다임적 전회(轉回)를 경험하면서 교육관련 종사자들

은 전에 없는 혼돈의 시간을 가졌다. 이 혼돈의 시간

을 2007 개정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8)은 “~ 학

교 현장에 적용·운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

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줄곧 제기되었다(p. 3)”라

고 진술하고 있다. 권나영(2013)의 분석에 따르면, 제7

차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수학 교과서 개발

작업을 할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연구 주제들

중 구성주의가 무엇이고, 구성주의를 토대로 이끌어

낸 교수·학습이론이 무엇이고, 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을 반영한 수학 교과서의 형태, 구성주의를 반

영한 수업의 실제 등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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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겪은 혼란의 시간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

인다.

구성주의를 교육과정의 인식론으로 채택하였다는

말이 교육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의미한다(황

윤한, 2003)는 진술은 천동설이 일반적 진리로 여겨지

던 사회에 지동설을 주장하였던 것처럼 기본적인 대상

들은 그대로 있되 이것들을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처럼, 교육 분야의 기본적인 대상

들(학습자, 교사, 지식(수학), 수업·평가, 학습공동체)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음을 의미

한다(김진호, 김상미, 2013; 홍진곤, 2013; Kim, Colen,

& Colen, 2013). 즉, 객관적 인식론을 토대로 하는 교

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 학습자,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들 기본 요소들

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본 요소들 중 본 연구의 주제인 지식, 즉 학

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에 대해 구성주의자들은 다른 관

점을 취한다. Glasersfeld와 같은 급진적 구성주의자는

지식의 객관성을 부정하며(Glasersfeld, 1996), 인식자

가 구성하는 지식(이해)은 변화하기 때문에 학습할 대

상으로서의 내용은 일시성, 임시성, 변화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Glasersfeld, 2008). 이것은 지식에 대한

이해(인식)란 측면에서 학습할 대상으로서의 내용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성주의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을 설정하였다는 평을 받고

(Schoenfeld, 2006) 있는 “Standards(NCTM, 1989)”에

따르면, 수학적 지식의 통합성, 개념, 다의성, 연결성

등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수학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주의를 교육과정의 인식론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은 곧 구성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관점과 지식을 보는 관점을 반영한 교육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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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구성주의 관점에 대해서는 김진호, 김상미(2013) 참조).

그런데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할 대상으로서의 수학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체계표에 목록화되어 있는 수학 지

식들이 구성주의라는 교육과정의 인식론에서 보는 지

식관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구성주의 인식론을

논의하면서 각론에서는 객관적 인식론을 반영한 대표

적 교육과정인 학문중심 교육과정(Laterell, 2005)이 반

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인식론은 지식에 대

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경

희(2000)는 이를 교육과정의 괴리라고 표현하였고,

Laterell(2005)은 이를 수학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구성주의를 반영한 교육이 이상적으로 실천되기 위

해서는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자

체는 교수·학습이론이 아니라 인식론이기 때문이다. 구

성주의를 반영한 교수·학습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습자 중심 수업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이상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구성

주의 관점에 따른 교육과 관련된 유무형의 제 요소들

(지식관, 학습자관, 교사의 역할, 평가, 수업 형식, 학

습, 수업 자료 등)이 융합되어야 한다(김진호, 2012;

Kim, Colen, & Colen, 2013). 이들 요소들의 융합에 대

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의 하

나가 수업 자료임에 틀림없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구성주의를 적용한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는 패러

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 수업 자료

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

력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하고, 지식의 통합성, 다양성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개방형 속성을 지닌 자료

이어야 한다(김진호, 김상미, 2013). 이외에도 학습자

중심 수업에 적합한 수업 자료는 객관적 인식론을 적

용할 때 갖던 특징(예를 들어, 차시별 학습목표를 진술

할 수 있는 수업 자료)과는 다른 특징들을 지녀야 한

다. 초등학교 교사는 다양한 학년과 교과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

는 점에서 살펴볼 때에는 그 어떤 요소보다도 수업 자

료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

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서 한 종류

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과서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체제나 구성이 교

실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7차 교육과

정을 현장에 도입하면서, 교과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중시하며 문제 상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할 수 있

는 탐구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학습하고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인

적자원부, 1999). 그리하여 이 때 부터 생활에서 알아

보기, 놀이학습, 이야기마당 등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단원의 도입부분이나 정리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잠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 속에서의 연계성이 없고

실제 학생들과의 생활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 학습에

몰입시키기 어려웠다(김상룡, 2001). 또한 많은 교사들

이 시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 부분을 단원에서 가르

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강태휘, 2012), 학습

자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활동을 중시하긴 하였으나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활동

만 하고 지식 구성은 교사가 하여 수업을 마무리 하는

수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진호, 2006).

이 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강조한

‘활동’을 분석해보면 학습자 중심의 관점이 ‘학습자의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문

제점도 나타난다. 학습 내용이 단원별로 단절되어 있

고, 교과서의 활동이 너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김상룡,

2001) 수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교과

서의 순서에 따른 선형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제한된다.

또한 한 단원 내의 활동들, 차시 안의 활동들 간의 연

계성이 부족하며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활동들이 존재

하고,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구성

으로 이루어진 활동들이 존재하며, 한 차시 안에 단일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진호, 2006)는 점이 지

적되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다(이부다, 201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교육

과학기술부에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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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구현을 위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

하면서 요약된 설명과 공식,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

는 기존 수학 교과서에 수학적 의미, 역사적 맥락 및

실생활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고할 것을 강

조하였다. 즉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통해 스토리의 맥

락 속에서 관련된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 이해와 학습

자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긍정적인 인식

을 높여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만 이 또한 학생의 관심과 재미를 높여주기 위한 수단

으로만 사용되는지,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목표

가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교과서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목

적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

과서 체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과서 비교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과서 보다 미국 교과서가 실생활 자료

및 타 교과와 관련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불어 하나의 수학적 개념을 다각도에서 학습할 수 있

도록 내용 영역간의 통합이 잘 되어 있다고 제시한 연

구가 많았다(방정숙, 황현미, 2012). 그렇기 때문에 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서 중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특화 개발된 단원과 미

국의 수업 자료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구성주의 지식관

수학 교육에서 수학적 지식은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1980년대 이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면서 연구자들은 구성주의를 수학 교수․학습의 배

경 이론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다(이중권, 2013). 많은

학자들이 구성주의를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

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성주의에 대한

특징을 비교해보면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회적인 상호 작용으로 지식의 범위

를 넓혀간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업은 기존의 교사 중심 수업

(교사가 교과서의 방법 위주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연

습문제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결한 뒤 짝과 함께 답

을 확인해보거나 반 전체로 풀이하는 방식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구체물이나 게임 등으로 학습과 관련

한 조작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수업

이다. 따라서,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업은 전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수업이기 때문

에,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업은 수업과 관련된 전반적

인 요소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요구한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이란 동화와 조절, 평형화의 과정

을 거치면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구

성주의 교육을 단순하게 학습의 능동성만 보장해 주는

정도, 학습 흥미를 강조하고 문제 해결학습이나 강조

하는 정도로는 동화에 지나지 않는다(김종문 외, 1998).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인 인간관, 지식

이 형성되는 과정 및 지식 그 자체에 대한 관점이 변

화되지 않으면 수업의 과정을 아무리 변화시킨다 하더

라도 진정한 의미의 구성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성주의에서는 모든 학생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

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

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한다(김진호, 김상미, 2013).

수학 교과에서 교사가 하는 방법을 전달해 주지 않더

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비형식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구성해 가며 사

고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지니고 있다(이소민, 김진호,

2009). 또한 각각의 학생들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활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활동하는 과정에서 새

롭게 형성되는 사고의 구조는 서로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다른 학습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은 절대불변의 고정된 진

리가 아니다.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사람들

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구성되며 결코 완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의

적합성과 사회적 협상을 통해 진전된다. 또한 지식은

지각과 행위를 통해 구성되고 일상적인 두뇌와 신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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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도출되며 맥락 지향적이다(김종문 외, 1998). 예

를 들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지식은 완

성품이 아니라 자료에서부터 과정을 통해 상품을 만드

는 전 과정의 경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판수 외,

2000).

이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지적 능력과 지식이 무엇

인지에 대한 관점의 변환이 이루어진 인식론이 구성주

의이기 때문에, 구성주의를 반영한 교육을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진 교육이라 할 수 있다(김진호, 김상미,

2013).

구성주의에서의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을 초등학

교 단위 수업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흐름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가장 첫

번째는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학습 목표의 제시’이

다. 공개 수업을 관찰하여 보면 빠지지 않는 수업 과

정 중 하나가 한 차시의 수업에 하나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교사가 그것을 칠판에 제시하여 학

생들과 함께 읽어보거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번 시간

에 배워야 할 학습 목표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는 것이

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한 명의 학습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학습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러

한 형태의 수업은 구성주의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없다. 구성주의에서의 학습 목표란

모든 학습자들이 동일하게 성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의 현재의 이해 상태를 바탕으로

주어진 학습경험으로부터 자기 수준에서 구성해낸 서

로 다르면서 유사한 그 어떤 것이다(Kim, Colen, &

Colen, 2013).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에 맞는 수업을

할 때는 매 차시마다 특정한 지식을 학습할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 중인 수업 자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활동 명을 제시하는 것(김진호, 김

상미, 2013)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단위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

게 되면 [생각 열기]활동으로 수업의 도입으로 이끌고,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 두․세 가지의 [활동]을 한 다

음에 수업의 마무리 단계를 갖는다. 이 중 두․세 가

지 각각의 [활동]은 그 수업에서의 학습 목표와는 관

련 있을지 모르나, [활동]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활동]과 [활동]이 연결되지 않고, 서로 관련이 없는 다

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수학적 지식은 분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를 맺고 있는 복합적(통합적) 지식이다(김진호, 김상미,

2013). 그러므로 학습자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

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두․세 가지로 나누

어진 [활동]이 제시될 것이 아니라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정리 단계’인데 대부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정리 단계를 살펴보면 그 수업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한 줄, 또는 두 줄의 문

장으로 한 시간의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다. 학습 내용이 서로 다른 지적 능력과 서로 다른 지

식 구성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

려해 본다면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장으로 학습을 정

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위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모든 학습자

들이 자신의 현재 이해 상태를 바탕으로 주어진 학습

경험으로부터 자기 수준에서 지식을 구성해야 한다

(Kim, Colen, & Colen, 2013).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

중 시기 적절한 때면 언제라도 ‘다른 생각, 다른 접근,

전략, 풀이 방법 등’을 발표할 학생이 있는지를 관찰해

야 하고 이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 또한, 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논의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김진호, 김상미, 2013).

2.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의 특징

교사의 설명 주도형 학습 자료에서 학습자의 활동

이 첨가된 정도의 개혁만으로는 학습자 중심 수학 수

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수업 자료라고 할 수 없다(김진

호, 2012).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의 특징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업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

기 위한 실생활 소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초등학생

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행

위를 바탕으로 그 행위 속에 잠재해 있는 의미를 구성

한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학교 안팎

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리고 경험했음직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수업 자료를 수업에서 제공해주면,

그들이 이 소재들을 바탕으로 한 학습 경험으로부터

수학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소

재를 실생활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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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수학적 요소들이 잠재해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습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실생활의 소재이어야 한다(김진호, 2012).

둘째, 수업 자료는 수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다루

어야 한다. 기존의 인지 구조는 따로 따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 내부의

자율적 법칙성에 의해서 단순한 합 이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구성이란 기존의 구조들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각 요소들 하나, 하나의 성질과는 구분되는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다(서외숙, 2002).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것처럼 곱셈 구구를 학습할

때 각 차시 마다 5의 단, 2의 단, 3의 단, …과 같이 각

각의 개별적으로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곱

셈 구구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곱셈 구구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수업 자료는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개념을 생

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료여야 한다. 대단한

통찰력의 소유자가 아닌 평범한 학습자면, 한 가지 활

동만으로 그 활동 속에 잠재해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

문에 일련의 연속된 활동들을 학습자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김진호, 2006). 또한 대부분의 수학 개념

은 추상의 추상체인데 학습자들은 이들 각각의 추상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관련된 여러 가

지 개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눗셈에 대한 개념은

등분제와 포함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 자

료는 하나의 소재로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수학 교과서에

서처럼 각각의 개념을 별개로 학습한 뒤 학습자들이

스스로 각 속성들간의 연결 고리를 맺어갈 것을 기대

하기보다 하나의 상황으로부터 여러 가지 속성들을 경

험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이부다,

2010) 수업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넷째, 수업 자료는 기능의 습득 보다는 개념의 이해

가 강조되어야 하고(Carpenter et al., 2006) 학습자 스

스로 의미 있는 수학적 사고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자

료이어야 한다. 기능 습득을 위한 자료는 동일한 유형

의 문제를 숫자만 다르게 하여 제시하는 자료이기 때

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하여 고민

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반성적 추상화의 과정이 나타

나지 않는다. 반성적 추상화란 학습자가 자신의 조작

적 행동을 반성하여 새로운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김판수 외, 2000). 또한 개념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자 스스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능

만 익히게 되면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없을뿐더

러, 서로 관련이 없는 공식들은 통합된 개념 구조보다

기억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기능을 익히는데

많은 힘이 든다(Skemp, 2011). 기능 습득을 위한 학습

의 결과는 학업성취도 검사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 중의 하나인 지식

구성의 즐거움과 이런 즐거움들을 축적할 수 있는 기

회를 놓치게 된다. 학생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지적희

열의 축적을 경험함으로써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새로

운 지식을 찾아 구성해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다(김진호, 김상미, 2013).

다섯째, 수업 자료는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능력을

지녔음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교실에서는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진 학습자가 존재한다. 다양한 학습자

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업 자료로 학습한다면 학습 수

준이 높은 학생은 수업 중에 지적 능력이 조금도 향상

되지 못하고,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 또한 수업 자료

의 수준과의 차이로 인하여 지식의 구성 과정을 경험

하지 못한 채 과제 해결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개방형 과제의

제시이다. 개방형 과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접

근 방법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

신의 지적 수준에서 접근해서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맞

는 결과물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개방형 과제를 지식

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학적 지식의 통합성, 개념

성, 다의성 등의 조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업 자료

가 될 수 있다(김진호, 김상미, 2013).

3. 논리-수학적 지식과 수 개념

(가) 지식의 분류

Piaget는 지식의 원천과 구성 양식에 따라 지식을

물리적 지식, 사회적(관습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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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종류로 구별하였다(Kamii, 2005). 물리적 지식

(Physical knowledge)은 외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

상물에 관한 지식이다. 어떤 물체의 색깔이나 모양,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등은 물리적 지식의

예이다. 물리적 지식의 근원은 대상물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지식은 관찰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획득

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대상을 접해도 그 대상을

통해 가지게 되는 지식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사

회적 지식(conventional knowledge)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글이나 영어, 스페

인어와 같은 언어, 국경일,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초록

색 불이 들어올 때 건너야 한다는 규칙, 어른을 만나

면 공손하게 인사해야 한다는 예절 등이 사회적 지식

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식은 사람들

이 만들어 낸 관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논리-수학적

지식은 지능의 작용에 의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들 관계를 맺는 근원적인 출처는 각 개인의 내부에 존

재한다. 어린이들은 이전에 구성한 관계들로부터 새로

운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논리-수학적 지식을 계속해서

구성해 간다. 예를 들어, 2가 네 번 있을 때 이들 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들은 2+2+2+2=8이고, 4×2=8이

고, 4χ=8이라면 χ는 2라고 추론할 수 있다(Kamii,

2005).

이처럼 물리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의 출처는 부분

적으로 외부에 존재하고 논리-수학적 지식의 출처는

내부에 존재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지식이 모두

포함되지만, 수업 중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학문과 관련한 내용 지식은 논리-수학적 지식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맞는 인지

구조를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나) 추상화

Piaget에 따르면 두 종류의 추상화가 존재하는데 하

나는 경험적(단순한) 추상화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적

(반영적) 추상화이다(Kamii, 2008). 경험적 추상화는

어린이들이 사물의 특정한 성질에 주목하고 다른 성질

을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구슬

의 색깔을 추상화 할 때 구슬의 색깔에 초점을 맞추고

무게나 구슬의 재료와 같은 다른 성질들은 무시하는

것이다. 구성적 추상화는 두 사물 또는 그 이상의 사

물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계는 외재

적 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구슬 사이의 ‘닮

음’이나 ‘다름’을 정신적으로 형성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여러 개의 사물을 보고 수를

센다는 것은 그 사물을 ‘순서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위계적 포함 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물을

‘순서화’ 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사물을 셀 때 마음속

으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를 더 세지도 않으며 한 번씩만 셀 수 있도록 논

리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계적 포함 관계’

는 사물을 셀 때 순서화 된 사물을 세는 행위가 아니

라 ‘둘’ 안에 ‘하나’, ‘셋’ 안에 ‘둘’ 등을 정신적으로 포

함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살 정도의 어

린이에게 8개의 사물들을 세고 난 후 8개를 보여 달라

고 하면 8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8번째 사물

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린이에게 ‘8개’는

하나, 둘, 셋, ..., 일곱, 여덟의 마지막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린이

에게는 아직 위계적 포함 관계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다. 이와 같이 순서와 위계적 포함 관계를 모두 이해

했을 때만 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교과서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목적에 부

합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체

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수학③ 교과서의 스토리텔링

이 처음 도입된 단원 중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되는

<1. 세 자리 수>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원의

구성은 단원 도입, 개별 차시, 단원 평가, 문제 해결,

창의 수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차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수업 자료는 미국에서 사용

되고 있는 구성주의 수학교실 2학년(Litton, 2010)의

<3장 자릿값의 이해>이다. 구성주의 수학교실의 2학년

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의 <1. 세 자리 수>와 동일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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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없어 우리나라 교과서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에서

의 수 개념을 다루는 <3장 자릿값의 이해>를 선정하

였다. 이 책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에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지식이 행

동주의자들의 지식관처럼 분절적이 아니라 복합적, 종

합적, 통합적이라는 지식관으로 수업 소재를 선정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구성주의 수업에 익숙

한 교사가 집필한 책이므로 구성주의 지식관이 일련의

계획에 따라 실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수업 자료라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수학 교과서 중 1-2학년군 수학③ 교과서의 스토리텔

링이 도입된 단원 중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되는 <1.

세 자리 수> 단원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성주

의 수학교실 2학년의 <3장 자릿값의 이해> 단원을 비

교하여 분석한다. 각각의 수업 자료 중 연구 대상이

되는 단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지만 필요에 따

라 다른 학년 교과서의 다른 단원의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구성주의 수학교

실의 공통적인 부분은 ‘수업 자료’로 나타내고, 두 자료

의 다른 부분은 각각 서술한다. 두 수업 자료에서의

내용 구성 및 체제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한 뒤,

수업 자료에 내재된 지식을 구성주의에서의 지식관을

준거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수업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

수학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교하였다. 두 명의 전

문가와 본 연구자가 동일한 분석 준거를 기준으로 분

석한 결과를 Kappa 계수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Kappa 계수는 평정 결과가 평정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하는 평정자간 신뢰도(객관도)를 보여

주는 통계기법 중 하나이다(성태제, 1995). 이를 통해

본 연구자의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한 후 스토리

텔링으로 개발된 단원을 구성주의 지식관점에서 분석

하여 서술한다.

3. 분석 준거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비

교 준거는 수업 자료의 외적 요소인 수업 자료의 형태,

학습 내용의 구성, 수업 자료의 개방성, 스토리텔링과

활동 간의 관련성으로 하였고, 수업 자료의 내적 요소

인 구성주의 지식관에서 강조하는 개념, 통합성, 다의

성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준거에 대한 정의

는 다음과 같다.

○ 개념 – 다양하게 주어진 수학적 대상이나 사실

들로부터의 공통의 속성이 어떤 수학의 추상적 아이디

어에 합당한 예가 되는지 아니면 반례가 되는지를 구

분할 수 있게 하는 추상적 아이디어

○ 통합성 – 학습 내용을 다른 수학적 내용 또는

내용 영역의 개념과 절차들과 연결함

○ 다의성 – 개념 또는 원리의 여러 가지 경우를

다룸

4. 교육과정 분석의 객관성

본 연구자의 수업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수학교육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교하였다. 두

명의 전문가와 본 연구자가 각각 2009 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수학 교과서 ①의 <4. 비교하기> 단원을

차시 및 활동별로 분석한 결과를 Kappa 계수를 사용

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Kappa 계수의 이론적 범위는

0이상 1.0이하이며, Kappa 계수가 0.40에서 0.60이면

‘평정자간 신뢰도가 있다’, 0.60에서 0.75이면 ‘평정자간

신뢰도가 높다’, 0.75 이상이면 ‘평정자간 신뢰도가 매

우 높다’로 분류한다(성태제, 1995).

전문가 A 전문가 B

연구자 .580 .800

[표 1] 전문가와 연구자 간의 Kappa 계수

[Table 1] Kappa coefficient between researcher and

experts

두 명의 초등수학교육 전문가와 본 연구자의 Kappa

계수 분석 결과 [표 1]와 같이 전문가 A와의 Kappa

계수는 0.580으로 신뢰도가 있고, 전문가 B와의 Kappa

계수 또한 0.800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의 내용 분석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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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수업 자료의 내용 구성 및 체제 비교 분석

(가) 수업 자료의 형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업 자료 중 교과용 도서로

는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

학교 수학과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하

여 편찬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c). 수학과의 영역

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5개로 구분하여 각 학년군마다 각 영역이 교과서에 고

르게 분포되도록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는 국정교과서로서 교육부에서

편찬하고, 편찬된 교과용 도서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서 동일하게 수업 자료로 쓰인다.

이러한 교과용 도서 중 수업 시간에 대부분 활용되

는 수업 자료는 수학 교과서이다. 수학 교과서는 각

학년의 학기 마다 6개의 단원(1-2학년군 수학①은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의 구성은 단원 도입,

개별 차시, 단원 평가, 문제 해결, 창의 수학으로 나누

어져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차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 차시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다.

각 차시별 학습 주제는 교과서의 왼쪽 상단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등과 같이 학생의 입장에

서 진술되어 있다. 이때 학습 주제는 그 차시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핵심 내용을 공부할 문

제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차시별 지면

은 일반적으로 2쪽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내용에 따라 4

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차시는 [생각 열기],

[활동], [약속하기], [마무리]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는

데 그 중 [생각 열기], [활동], [마무리]는 학생이 문제

를 읽고 문제에 알맞은 답을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약속하기]는 그 차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처음 도입되었는데, 스토리텔링의

전문은 교사용 지도서에 따로 수록되어 있고 교과서에

는 스토리텔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해 볼 수 있

는 활동들만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열

기]는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지도해야 학생들이 수학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한 단

원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개

별 차시에 따라 스토리의 소재나 등장인물을 수업의

도입부에 가져와 동기 유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시마다 하나의 스토리가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

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그림 1]와 같이 교과서

의 형태로 미리 제시되어 있고, 교사용 지도서로 그

내용이 보충될 수 있다. 교과서에 문제가 제시된 상태

로 출판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 개인의 지적 능력이

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 자료를 변형할 수는 없지

만, 교과서에 수록된 창의 수학 등의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하거나 교과서 이외의 다른 수업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거나 대체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1]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형태(교육과학기술부,

2013b)

[Fig. 1] The form of teaching material from Korea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학습목표란 모든 학습자들이

동일하게 성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의 현재 이해 상태를 바탕으로 주어진 학습경험으

로부터 자기 수준에서 구성해낸 서로 다르면서 유사한

그 어떤 것이다(Kim, Colen, & Colen, 2013).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개별 학습자

의 서로 다른 인식 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자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고(Skemp, 2011), 그러한 수업 자료를 수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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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에 초대된 10명

이 수학동화는 학생들에게 10이라는 수학 개념을

친숙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다. 학생들은 10의 조합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표 2] 미국 수업 자료의 형태(Litton, 2010)

[Table 2] Form of instruction material from U.S.

이 이야기에서 10명의 학생이 마르고의 생일 파티

에 초대된다. 이 수학동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학생들이 이 수학동화 자체를 즐거워하도록 책

을 읽어 준다.

2. 두 번을 읽고 난 후, 각각의 새로운 상황에 쓸

수 있는 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마르고의 손님들

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게임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와 같이

물어보고 교사는 이것을 칠판에 판서하는 것이 좋

다.

한 손님은 ‘줄넘기’를 말했고, 4명의 손님은 ‘치

기’를 말했고, 4명의 손님은 ‘술래잡기’를 말했

고, 그러나 한 명의 손님은 ‘공기’를 하자고 말

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 네 사람, 네 사람, 한 사람을

식 [1+4+4+1]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선택에 관

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3. 책에 묘사되어 있는 10이 되는 모든 경우를 알

아본 후에, 책을 모델로 학급 문집을 만들 것을 제

안한다. 10명을 포함하는 합당한 상황을 탐구하면

서 시작한다.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들

을 어떻게 분류할까? 아마도 입고 있는 옷으로 분

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

을까? 또는 나이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어른

4명, 청소년 2명, 아이 2명) 학생들은 다른 방법으

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공책에 적기 전에

가능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

를 가진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가 학생들

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4. 학생들에게 1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 할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5. 학생들에게 글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를

나누어 준다. 사람 10명을 그리고, 10명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분류하여 10을 만들었는지 생각을

쓰도록 한다. 완성된 종이를 모아 책을 만들고, 모

둠별 이야기 시간에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고, 개

별 독서 시간에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학습 목표(주제)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미리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 형태

의 수업 자료는 개별 학습자의 서로 다른 인식 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와 같이

일정하게 정해진 고정된 형태의 수업 자료가 아니다.

‘구성주의 수학교실’이라는 책은 1년 동안의 수학 교

수․학습 계획을 위한 안내 및 수업 자료를 월별로 제

공한다. 이 책의 각 장은 달마다 할 수 있는 활동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각 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기

하, 측정 등과 같은 그 달에 특별히 강조하는 수학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각 달에 강조된 내용은 책의

저자가 그 달에 해야 하는 행사와 연계성이 있고, 학

생들이 배워야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각 달에는 수 세기, 수 모으기, 수 가르기 등과

같은 활동에도 집중하여 학생들이 수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 장에

서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일과 활동, 수학 동화를 기반

으로 한 활동, 각 달의 내용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 제

공되어 있다. 수업 자료는 개별 활동, 짝 활동, 전체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

해 교사가 사전에 충분하게 재구성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거나 쓰면서

서로 의사소통 하도록 격려 받는 기회를 갖게 된다

(Bachman, 2010).

[표 2]의 수업 자료를 통해 미국의 수업 자료에 대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수업에 활

용할 수 있는 활동명이 제시되고 활동을 통해 학생들

이 익혀야 할 개념 및 활동의 소개, 유의사항 등이 안

내된다. 다음으로는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이

진술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교사용 지도서의 수업 전

개에 대한 계획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처럼 미국의 수업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마

다 한두 권씩 배부된 교과서와 같은 책의 형태가 아니

라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교사용 도

서이다(이런 예는 미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고

Standards(NC- TM, 1989)의 정신을 반영해서 개발된

초등 수학교과서인 Everyday Mathematics(McBride,

2004)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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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 능력이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제작된 활동지, 또는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물, 수

업 중에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종이나 수학 공

책, 교사가 제공하는 스토리텔링, 게임 등 하나의 형태

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수업에서 활용

될 수 있다.

(나) 학습 내용의 구성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는 단위 수업 시간 40분을 기

준으로 한 시간 수업 분량(차시)이 학습 주제 하나에

해당된다. 하나의 학습 주제는 다시 몇 가지의 활동

([생각 열기], [약속하기], [활동1], [활동2], [마무리])으

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은 한 가지 활동

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 형태이며, 다

음 활동으로 진행되면서 앞의 활동보다 수의 범위가

커지거나 학습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계열적인 구조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학습 주제마다 사물을

보고 수모형으로 나타내고 그 수를 읽고 쓰는 방법을

약속한 뒤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비슷

한 형태의 활동이 반복되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단위 수업 시간은 40분으로 정해져 있는

데 한 차시에 [생각 열기], [활동1], [활동2], [약속하

기], [마무리]와 같이 3-5가지의 분절되어 있는 활동을

진행하려면 한 활동 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밖

에 할당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시간이 없고 그 결과로 학생들이 개념

형성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지식이 절개되는데, 이것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이란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학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김진호, 2006). 그러므로 차시별,

[활동]별로 분절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 내

용이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학

생들이 충분히 수학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활동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술되어 있다. 하나의 활동

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원 전체의 학습 내용을 두 달 동안 다루도록 계획되

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수

업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 가지 활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수업

자료인 ‘10에 대해 알기’ 활동은 ‘두 수의 합을 구하는

수 게임’과 ‘10을 가르는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

은 다시 몇 가지의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13만들기,

10에 관한 개인 공책 만들기, 기억 게임, 저녁식사에

초대된 10명과 같이 ‘10을 가르는 게임’을 위한 몇 가

지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활동들은 10 가르기라

는 비슷한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수업 자료가 다음 활동으로 진행되면서 선형

적․계열적으로 구성된 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수업 자

료는 비슷한 학습 내용을 반복하면서 10에 대한 개념

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나선형의 구조로 수업 자

료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수업 자료의 개방성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정해

진 답을 적는 닫힌 문제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

한 유형의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을 바로 적어야 하는 것처럼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

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어렵다. 또한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지

적 능력 및 기존의 지식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학습

자에게 제공되는 수업 자료는 학습자가 이 수업 자료

로부터 저마다의 지적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학

적 아이디어를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김진호,

2012). 그러나 [그림 2]와 같은 과제는 답이 정해져 있

어서 학습자의 지적 능력이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수

학적 아이디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그림 2]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과제(교육과학기술부,

2013b)

[Fig. 2] Task of teaching material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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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수업은 ‘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 및 기저지식이 다르다.’는 기본 명제로부터 출발

한다(김진호, 김상미, 2013).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

습자의 지적 능력에 맞는 수업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받는

교실 상황에서 매 수업시간마다 각각의 학생들의 수준

에 맞는 20개 이상의 수업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절

한 수업 자료는 개방형 과제이다. 수업 시간에 개방형

과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각자 자

신의 지적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수준에서 배움이 발

생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활동에 [그림 3]과 같이 정해진 답이 없는

개방형 과제를 제공하게 되면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활동의 과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 미국 수업 자료의 개방형 과제(Litton,

2010)

[Fig. 3] Open-ended task of teaching material

from U. S.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업 자료에서 연구

대상으로 한 단원의 전체 과제 중 개방형 과제의 형태

로 제시된 과제가 얼마나 제시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우리나라 수업

자료

미국 수업

자료

전체

과제의 수
27 20

개방형

과제의 수
11 20

[표 3] 양국의 개방형 과제의 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the number of open-ended

tasks from two countries

우선, [표 3]과 같이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27개 중

11개의 수업 자료만이 개방형 과제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이전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보다는 개

방형 과제의 수가 많아졌지만, 아직 전체 수업 자료

수의 절반의 수가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수업 자

료는 모든 과제가 개방형 과제로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수업 시간 중 개방형 과제를 다루는 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11개의 개방형 과제가

대부분 수업의 동기유발을 위한 [생각 열기]나 학습한

내용을 적용․발전시키는 [마무리]활동에서 다루어지

고 있고, 학습 주제와 관련한 개념을 형성하는 수업

중 [활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생각 열

기]에서 개방형 과제를 제시하였다면, 학생들은 이 과

제에 알맞게 각자의 수준에서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오는 [활동1]은 학생들이 [생

각 열기]에서 다양하게 반응한 답과 관련하여 깊이 있

게 탐구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활동으로 시작된다.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으로도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는 충분한 수업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주제와 관련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수업 자료로 새로운 닫힌 과제

를 제시한 것은 ‘백은 99보다 1 큰 수이다.’라는 지식

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사 중심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위

시간 한 시간에 한 가지 활동을 다루도록 수업 자료가

제시된다. 수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 걸쳐 하나의 개

방형 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 보다 학습자 중심 수업

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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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이나 수업 구성 방식에 따라 개방형 과제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과제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업 자료에 제시된 과제 중 개방형 과제의 비

중이 높아져야 학습자들이 수업 자료를 통해서 저마다

다른 수준에서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수업 자료에서 개방형 과제의 수를 현재의 수준

보다 좀 더 많이 제공하고, 개방형 과제를 수업의 전

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라. 스토리텔링과 활동 간의 관련성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콩만 보면 콩의 개수를 세기

좋아하는 콩도깨비들이 콩의 수를 세면서 세 자리수를

익혀 가는 내용의 한 가지의 이야기로 전체 학습 내용

이 구성되어 있다. 「백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10개

씩의 묶음이 많아지면 수를 세기 어려워하는 꼬깨비가

세돌이에게 수 세기 방법을 배우러 가는 이야기로 학

습 내용이 시작된다. 그러나 학습의 시작 단계에서 [생

각 열기]까지만 스토리텔링과 관련지어 진행하였을 뿐,

[활동1]과 [활동2]에서는 스토리텔링과 관련이 적은

100을 수모형으로 나타내기, 수 배열 표를 보고 100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등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마무

리] 활동에서는 “꼬깨비에게 100이 사용된 예를 뭐라

고 알려 줬을지 세돌이가 되어 이야기해 보세요.”의 문

제가 제시되는데 이는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활동이므

로 스토리텔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만 이 또한 [생각 열기]와 연결된 스토리텔링 활동이

아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수업의 도

입 단계인 [생각 열기]에서와 정리 단계인 [마무리]활

동은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고 가운데 전개되는 [활동

1], [활동2]는 스토리텔링과 관련이 적은 다른 활동으

로, 각기 다른 네 가지 활동이 분절되어 순서대로 제

시되어 있어 스토리텔링과 활동 간의 관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전개되는 학습 내용에서도 [생각 열기]나

[활동1] 정도에서만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소재나 상황

을 이용할 뿐 본 차시 활동에서는 스토리텔링과 관련

이 적은 다른 활동을 한다. 후속 차시에도 이와 동일

한 형태로 구성되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논

의하였듯이 우리나라 수업 자료가 하나의 주제 속에서

도 활동별로 분절적인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같은 두 수의 합」이라는 주

제로 Lily Toy Hong이 쓴 어떤 물건을 넣던지 두 배

가 되는 요술 단지에 관한 이야기인 ‘Two of

everything’이라는 스토리가 소개된다. 스토리텔링 후

학생들이 이야기에 나오는 상황을 이용한 문제를 쓰도

록 한다. 예를 들면, “만약 5개의 호박을 넣는다면 호

박이 몇 개가 될까?”와 같은 문제를 활동지의 앞장에

쓰고, 뒷면에 그림과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활동지를 모아 ‘Two of

everything’이라는 학급문집을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수업 자료는 스토리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상황으로 연결하여 스토리텔링이 수업 도중

에 끊어지지 않고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되어 있다.

또한 구성주의 수학교실에서는 스토리텔링에서 단

순히 스토리의 소재나 상황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자체의 상황을 탐구하고, 그와 관련지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수 개념을 형

성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그림 4] 미국 수업 자료의 「괴물의 신체 일부」 활

동 결과(Litton, 2010)

[Fig. 4] Student's result for the teaching material of

「some part of monster」

예를 들어, 「괴물의 신체 일부」라는 활동은 ‘My

Monster Mama Love Me So’라는 이야기를 스토리텔

링으로 소개하고 이 책에 등장하는 괴물에 대하여 살

펴본다. 그 뒤 학생들은 자기만의 새로운 괴물을 만들

어 내는데 이 때, 같은 두 수의 합을 나타내기 위해

신체의 일부(팔, 촉수, 손가락 등)를 [그림 4]와 같이

그려 넣으며 자신이 묘사한 괴물에서 같은 두 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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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식으로 써서 나타낸다. 이러한

활동은 스토리텔링에서 가져온 괴물이라는 소재를 두

수의 합으로 표현하기 활동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습

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다.

2. 수업 자료에 내재된 지식 비교 분석

(가) 개념

초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

나는 수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다(NCTM, 1989). 수

감각은 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인데 수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수의 다양한 의미 이해,

수 관계 파악, 수의 상대적인 크기 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김성준 외,

2013). 또한 자릿값이 커짐에 따라 십진기수법과 자릿

값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형성되어야만 작은 수에서

형성된 수 감각이 큰 수로 범위가 넓혀지더라도 수 개

념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1) 수와 양에 대한 관계의 개념

[그림 5]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약속하기(교육과학

기술부, 2013b)

[Fig. 5] Making a promise of the teaching material

from Korea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1. 세 자리 수> 단원은 10

0～999까지의 세 자리 수 개념, 읽기, 쓰기, 자릿값, 뛰

어 세기, 수의 크기 비교, 수 배열 표에서의 규칙 찾기

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거의

모든 차시마다 제시되고 있는 [약속하기]는 [그림 5]과

같이 수와 양에 대한 관계의 개념보다는 수를 쓰는 방

법, 읽는 방법과 같은 기능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접근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자

리 수를 읽고 쓰는 능력에 내재된 기본적인 원리를 학

생들이 이해하기도 전에 읽고 쓰는 기능을 숙달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Baroody & Coslick, 2006) 수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수 개념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를 읽고 쓰는 방법의 습득 뿐

만 아니라 수의 상대적인 크기의 이해가 필요한데 [약

속하기]에서 수를 읽고 쓰는 활동 제시 이후에 그 수

가 나타내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활동이나

다른 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활동이 부족하여

추상적인 수가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가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수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느낌은 수

감각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의 크기에 대한 감각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

험으로 습득하게 되므로(Baroody & Coslick, 2006) 학

습 자료가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활

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수업 자료에는 수의 크기에 대한 양감을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자료가 몇 가지 제시되어 있

다. 1씩 뛰어 세는 것에 대해 익숙해 있지만 10씩 뛰

어 세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 개념 형성을

위해 콩, 마카로니, 단추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한 줌

씩 쥐어보면서 10에 대한 양감을 익히는 활동이 제시

되어 있다. 10에 대한 양감을 익힌 후에는 20에 대한

양감 익히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수를 보고 그 수가 나타내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경험하면서 수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수의 범위가 확

장되는 4학년 수업 자료에서는 세 자리 수에 대한 양

감을 익히기 위하여 십진블록을 이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Schuster, 2009). 물론,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에도 수모형으로 수를 표현해보

게 하는 수업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수업 자료는 동굴로 가져온 125개의 콩을 [활동1]

에서 ‘동굴로 가져온 콩의 수를 수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시오.’의 과제를 하고 바로 아래에 제시된 [약속하기]

에서 백 모형 하나, 십 모형 둘, 낱개 모형 다섯 개의

그림이 수업 자료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125개의 콩을 수모형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

고의 기회를 잃게 된다. 반면, 미국의 수업 자료는 한

학생이 487을 십진블록으로 표현한 뒤, 그렇게 한 이



이 수 민․김 진 호218

유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숫자에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십진블록으로 표현한 방법에 대한

과정을 토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87을 십진블록으

로 표현한 예시 그림 자료나 다른 어떠한 자료도 제시

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

는 활동은 백의 자리 숫자 비교, 십의 자리 숫자 비교,

일의 자리 숫자 비교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제시되어

있다. 이 문제에서는 비교하는 자리의 숫자 이외의 숫

자는 모두 동일하다([그림 6] 참고).

[그림 6] 두 수의 크기 비교 [활동1](교육과학기술

부, 2013b)

[Fig. 6] ACTIVITY 1 for comparison of amounts of

two numbers

그리고 두 활동 모두 수를 보고 수모형으로 나타낸

뒤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세 자리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기능은 습득할 수 있으나 수의 보존 개념이나 양

감을 익히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의 변화에 따라 답이 어

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통찰을 통해 수 감각을 발달

시킬 수 있다(Zazkis & Liljedahl, 2013). 그러므로 좀

더 많은 수를 제시하여(백의 자리 숫자만 같고 십의

자리, 일의 자리 숫자는 다른 경우, 또는 십의 자리는

같고 백의 자리와 일의 자리 숫자는 다른 경우 등) 다

양한 패턴의 수의 크기 비교 활동 뿐만 아니라 수직선

에 수를 나타내어 비교하기와 같이 그 수가 나타내는

양이 얼마만큼 인지 시각화하여 수 개념을 확장시켜

주거나 다양한 수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수

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수업 자료에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

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수 배열 표를 이용하여

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수의 패턴을 익히기

위한 활동이 나타나 있었다[그림 7]. 학생들이 이러한

수 조합이나 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을 지

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수 감각을 키

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7] 수 배열 표 (같은 두 수의 합)(Litton, 2010)

[Fig. 7] Number charts for doubles

2) 자릿값의 개념

1학년 과정에서 두 자리 수 까지 학습한 뒤, 2학년

과정이 시작되어 세 자리 수로 수의 범위가 확장되면

서 자릿값에 대한 개념을 탐구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

해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

업 자료에서 제시된 활동만으로는 자릿값의 개념을 이

해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수업 자료의 자릿

값의 개념을 알아보는 활동은 [그림 8]과 같이 ‘세 자

리 수를 알 수 있어요’의 [활동2] 단 한 가지 밖에 제

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릿값의 구조는 오른쪽에는 낱개를 나타내고, 왼쪽

으로 한 자리씩 옮길 때마다 10배씩 커지고, 어떤 위

치에서든 왼쪽에 있는 수는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 10

배 큰 수(김성준 외, 2013)라는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자릿값의 구조는 대상이 반복해서

10개씩 묶여지기 때문에(Baroody & Coslick, 2006) 이

러한 자릿값의 구조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수업 자료

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림 8]과 같이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세 자리 수를 백, 십, 일의 자리로 나누어서 그

수가 나타내는 수의 크기만 제시할 뿐 자릿값이 왼쪽

으로 한 자리씩 이동됨에 따라 그 수가 10배씩 커진다

는 십진기수법의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다양한 십진기수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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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자릿값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가지 활동만을 수업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

로 하여금 자릿값의 개념에 대한 오개념이나 혼란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림 8] 우리나라 수업 자료에서의 자릿값의 이해

(교육과학기술부, 2013b)

[Fig. 8] Understanding of place value of teaching

material from Korea

미국의 수업 자료의 두 자리 수 자릿값에 대한 수

업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두 자리 수가 내포하

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자릿값에 대한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표 4]과 같은 아이디어가 담긴 수업

자료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각 숫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5와 52는 다른 양을 나타낸

다.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쉽지만 아이에게는 쉽지 않

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느 것이 더 큰 수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학생들은 52에서 5는 10의 자리에 써져 있고, 2는

일의 자리에 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 체계에서 10진법의 특

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10의 5배가 50이고 1의 2배

는 2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수 체계의 곱셈적 특징을 알게 해 준다.

․또한 학생들은 50과 2를 더하여 52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수 체계의 덧셈적 특성을

알게 해 주고, 수를 분리했다가 다시 조합할 수 있다

는 것을 알려준다.

[표 4] 미국 수업 자료에서의 자릿값의 이해(Litton,

2010)

[Table 4] Understanding of place value of teaching

material from Korea

위의 수업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처럼 학

생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각 숫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 각

자릿값에 쓰여진 숫자가 나타내는 수, 수 체계, 다른

수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자신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업 자료가 필요하다

는 것이 안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업 자료에서는 수에 대한 개

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릿값의 이해를 매우 중요하

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0월/11월 두 달에 걸쳐 한

단원으로 학습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자릿값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학생들이 10이라는 수에 익숙해지

는 것은 필수적이라 진술하고, 10을 이해하기 위한 다

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두 카드에 적힌 숫자를 더해

10을 만드는 활동(10낚시)을 하기도 하고, 13만들기, 10

에 관한 개인 공책 만들기, 기억 게임, 저녁식사에 초

대된 10명의 활동을 통해 10을 다양한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수로 가르기를 한다. 이렇게 10이라는 수에 충

분히 익숙해진다면 10보다 더 큰 수로의 확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큰 수에 대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여

기에 제시된 활동은 일련의 정형화 된 패턴이 있거나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과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스토리텔링 등과 같

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0에 대한 개

념 이해를 위해 비슷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

의 수업 자료는 학생들에게 자릿값에 대한 개념을 이

해시키기 위한 활동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십진기수법의 개념

자릿값에 대한 이해는 십진기수법의 이해를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십진기수법은 자릿값과 0에 의한

자리 잡기의 원리가 있는 위치적 기수법이다(최창우,

2005). 이러한 십진기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양을 더 큰 단위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10개씩,

100개씩 묶어야 할 필요성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해

야 한다(Baroody & Coslick, 2006). 물론 이전의 학습

단계인 1-2학년군 수학 ②의 <1. 100까지의 수>에서

두 자리 수를 10개씩 묶어서 세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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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경험하였고, [그림 9]와 같이 10개씩 묶은 뒤 나

머지가 몇 개가 되어 두 자리 수 얼마를 나타낸다는

활동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자리 수’로

범위가 확장된 후에도 100개씩 묶기, 10개씩 묶기, 낱

개로 묶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릿값의 개념을 깊이 탐

구하여 두 자리 수에서의 자릿값의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지만, 양국의

수업 자료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림 9] 수학② <1. 100까지의 수>의 수 세기 활동

(교육부, 2013a)

[Fig. 9] ACTIVITY for counting of the numbers up to

100

또한, 주어진 사물이 몇 개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 개씩 셀 수도 있고, 열 개씩 묶은 후 열 개 묶음이

몇 개가 있고 묶고 남은 나머지가 몇 개 있는지를 셀

수도 있어야 한다(Carpenter et al., 2006). 그리고 세

자리 수를 백 개씩 몇 개, 열 개씩 몇 개, 낱개로도 몇

개 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십진기수법의

기초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만 학습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를 학습할 때 형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수 개념을 확

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업 자료에서는 처

음 백을 도입할 때에만 ‘10개씩 10묶음은 100입니다.’

라고 약속하기에 제시할 뿐 다른 세 자리 수를 학습

할 때에는 10개씩 묶어보기, 낱개로 묶어보는 활동은

생략된 채 백 모형, 십 모형, 낱개 모형으로만 나누어

서 수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수업 자료에도 이러한

십진기수법의 기초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수업 자료

는 없었다. 예를 들어, ‘140은 백 모형이 한 개, 십 모

형이 네 개, 낱개 모형이 없다’로 표현할 수 도 있지만

‘십 모형으로 나타내면 열네 개가 되고, 낱개 모형으로

는 백 마흔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이 각 자

릿값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십진기수법의 기

초 개념을 탐구할 수 있는 수업 자료([그림 10] 참고)

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10] 십진기수법의 기초 개념 형성 수업 자료

(김진호 외, 2014)

[Fig. 10] Teaching material for basic conception of

decimal notation

한편, 십진기수법의 성립에서 자릿값의 의미 뿐만

아니라 ‘0’의 역할은 중요한데 두 수업 자료 모두 ‘0’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자료가 제시되

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140에서의 0의 의미는 낱

개가 없다는 것이지만 자릿값을 나타내주기 위해 반드

시 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 0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

의 세 자리 수(508, 800, 470, ...)를 구체물로 표현해본

다거나 그 숫자에 쓰여진 ‘0’의 의미를 탐구해 보는 활

동은 수 개념 형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

구하고 0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나) 통합성

1) 영역내 통합성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구성을 하려면

새로운 인지 갈등 상황이 기존의 지식과 동화되거나

인지 구조가 조절되면서 평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이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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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비형식적 지식과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과 새로운 내

용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적절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미국의 수업 자료는

단원의 시작 부분에 이번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

을 제시하면서 이전의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본 단원

과 관련한 이후의 학습 내용까지도 고려하여 [표 5]와

같이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식의 연결성을 강

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학년 학생들은 이번 달에 제공되는 수학 활동을 통

해서 계속적으로 한 자리 수의 기초셈을 이용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학생들은 좀 더 많은 수의 게

임을 할 것이며 한 자리 수들을 더할 때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전략들을 충분히 생각해 낼 것이다. …… (본

단원의 학습 시기는 10월/11월임) 봄에 교사는 최우선

적으로 수 개념, 그리고 덧셈, 뺄셈을 다시 한 번 강조

할 것이다. 학생들은 가을에 중요한 개념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겨울 동안에는 ‘개념들을 잠

재워 두었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지적

성숙도가 크게 증가하는 봄이 되면 학생들은 이 개념

들을 다시 접하게 될 것이다.

[표 5] 미국 수업 자료에서의 학습 안내(Litton, 2010)

[Table 5] Learning guide from U. S.

우리나라의 교사용 지도서에도 ‘단원 발전 계통’이라

는 제목으로 선수 학습과 본 학습, 후속 학습에 대한

제시가 있긴 하지만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의 수업 자료에서처럼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

용이 겹쳐지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이 ‘9

까지의 수, 50까지의 수, 백의 도입 등’과 같이 수의 범

위가 점점 커지면서 차례대로 연결되어 제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원과 차시의 도입 부분의 모든

활동에서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과정이 나

타나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학습

내용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차시별, 단원

별로 서로 단절되어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단원 발전 계통(교

육과학기술부, 2013d)

[Fig. 11] Unit development hierarchy of teaching

materials from Korea

학습 내용의 제시 뿐만 아니라 지식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더라도 수 개념을 분절적으로 나누

어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자료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진술한 것처럼 학생들이 수 감각을 형성하

기 위해서는 수의 다양한 의미 이해, 수 관계 파악, 수

의 상대적인 크기, 자릿값 등에 대한 개념이 통합적으

로 어우러진 수업 자료의 제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수업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수 개념의 일부분만 제시

하고 있고, 각각의 개념에 대한 학습이 분절적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선, ‘백을 알 수 있어요’에서의 백이라는 수를 약

속하는 수업 자료이다. 백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

미도 다양하고 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약속하기]에서는 ‘99보다 1 큰 수는 100입니

다.’, ‘10개씩 10묶음은 100입니다’와 같이 100이라는 수

에 대해 제한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다음 차시의 ‘몇 백을 알 수 있어요’와 ‘세 자리 수를

알 수 있어요’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활동2]에서도 ‘수 배열 표를 보고 100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라고 하면서 ‘90보다 □ 큰 수가 100이야!’, ‘99

보다 □ 큰 수도 100이지.’와 같이 100과 다양한 다른

수의 관계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이 100

과 90 또는 99와의 관계만을 제시한다.

또한, 세 자리 수에서 학생들이 가장 혼돈하기 쉬운

것이 자릿값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나라 수업 자료에

서는 ‘백을 알 수 있어요’, ‘몇 백을 알 수 있어요’에서

는 수에 대해 읽고 쓰는 방법만을 배우고 자릿값에 대

한 학습은 ‘세 자리 수를 알 수 있어요’에 가서야 학습

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수에 대한 크기 비교 역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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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두 수의 관계와 자릿값에 대한 개념 형성 과

정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원의 뒷부분에 따

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 자리 수를 알 수 있어요’

에서 125에 대한 [약속하기]활동에서는 125를 10이 12,

1이 5인 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1이 125인 수로 나타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이 1, 10이 2, 1이 5인

수로만 약속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백의 자

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를 별개의 단위라는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세 자리 수에서 각각의 자리

가 별개의 단위가 아니라 각 자릿값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학습 내

용과 수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

하였던 동일한 대상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

원 제목인 <자릿값의 이해>에 제시된 것처럼 자릿값

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수업 자료를 통합적으

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단원 제목이 <자릿값의 이해>

라고 해서 자릿값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덧셈 구구 전략에 대한 학습, 수 세기와 묶음

짓기에 대한 학습 등 수와 연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활

동들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 개념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덧셈,

곱셈과 관련된 사고를 할 수도 있다. 수세기와 덧셈,

뺄셈 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세기에 대한 단원이라고 해서 수에 대한 내용만 다루

는 것은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게

된다. 학생들의 내용 지식에 대한 학습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 선형

적으로 지식을 배열하였다고 지식을 선형적으로 지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진호, 2006).

다음으로 양국의 수업 자료에 제시된 소재가 학생

들의 실생활과 통합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

리나라 수업 자료는 스토리텔링이 도입되어 수 개념에

대해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토리

텔링과 관련된 활동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학생들의 학

교 안팎의 실생활, 게임, 수학 동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고, 단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

리텔링의 소재인 콩을 세는 활동을 한다. 그 이후의

문제에도 스토리텔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흥미유발을

위한 그림과 말풍선으로 제시될 뿐 학생들이 직접 경

험할 수 있는 소재는 찾을 수 없다. 반면, 미국의 수업

자료는 「실생활 속 같은 두 수의 합([그림 12] 참

고)」의 1+1= 한 짝의 신발, 2+2= 자동차의 바퀴와 같

이 학교나 집에서 그들이 매일 보는 장면들로부터 같

은 두 수의 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Litton, 2010)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소재가 수업의 자

료로 사용하였다. 스토리텔링이 도입되는 활동 또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활동을 한 뒤에 스토리텔링과 관

련된 학생들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전환하여 수 개념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학습 내용

과 학생들의 실생활과도 통합적인 수업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림 12] 「실생활 속 같은 두 수의 합」 활동 결

과(Litton, 2010)

[Fig. 12] Result of activity of doubles from real life

2) 영역간 통합성

영역간 통합성은 수학의 영역간 통합성과 수학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NCTM,

1989, 2000). 먼저 수학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성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와의

통합은 거의 없었으나(이부다, 2010),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시도

하려는 노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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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학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1(교육과학기

술부, 2013b)

[Fig. 13]Connection between mathematics and other

subjects

예를 들자면, 「몇 백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몇

백을 넣어 ‘학교 종’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불러보는

[마무리]활동([그림 13] 참고)이 있고, 「두 수의 크기

를 비교할 수 있어요」에서는 ‘즐겁게 춤을 추다가’ 놀

이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수와 내가 가진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마무리]활동이 있다.

한편, 스토리텔링을 교과서에 도입했다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는 국어 교과와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과학, 수학의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과 이공계 기

피 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과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이 가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중요성이 강조(이효녕, 2012)된 영향이 크

다. 그런데 학습 자료의 도입 시점을 살펴보면 수업의

시작이나 학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수업 중 활동에

는 이러한 통합이 나타나 있지 않고, [마무리] 활동에

서만 이와 같은 교과간 통합을 시도하려는 것은 이슈

가 되고 있는 교육 방법의 형태를 따라하거나, 다양한

교과의 특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한 관

심의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과

목에서 가져온 소재의 통합이 아닌 내용의 통합, 즉

수학 지식과 과학 지식의 통합, 미술 지식과 수학 지

식의 통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학이라는 교과 내에서의 영역간 통합성을 살펴보

면 두 수업 자료 모두 수학의 다른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수업 자료

에서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에서 수 배열 표를

보고 세 자리 수와 관련된 규칙을 찾아보려는 규칙성

영역과의 통합을 찾아볼 수 있고, 미국의 수업 자료

역시 수 배열 표나 덧셈 구구 배열 차트와 같이 규칙

성 영역과 관련된 활동들이 나타나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수업 자료의 수와 연산 영역 내에서는 수에 관한

학습 내용만 나타나 있고 연산과 관련된 학습 내용은

찾을 수 없는 반면, 미국의 수업 자료는 수 영역 뿐만

아니라 연산 영역(덧셈, 뺄셈, 곱셈)까지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합한 활동을 수업 자료로 제시한다. 예를 들

어,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뛰어서 셀 수 있어요’에서는

수를 차례로 뛰어 세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 세

기에는 다양한 방법(차례로 세기, 거꾸로 세기, 뛰어

세기, 묶어 세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 세기

방법만 제시되어 있다. 차례로 세기는 덧셈, 거꾸로 세

기는 뺄셈, 뛰어 세기와 묶어 세기는 곱셈의 기초 개

념을 이해하는데 관련이 있는 활동이므로 다양한 수

세기 활동이 제시된다면 연산 영역과의 통합적인 학습

이 가능하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자릿값의 이해 단원

인데도 불구하고 자릿값이나 수 개념 형성을 위한 활

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 가르기와 모으기 활동을 하

고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수업 자료도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수업 자료는 수 영역이라고 해서 수

에 대한 학습만 제한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

영역의 다양한 활동과의 통합적 제시로 수에 대한 개

념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다의성

1) 수 세기 전략의 다양성

[그림 14] 우리나라 수업 자료 뛰어 세기의 한 예

(교육과학기술부, 2013b)

[Fig. 14] An example of skip counting of teaching

material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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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세기, 거꾸로 세기, 이어 세기, 묶어 세기, 뛰

어 세기 등 다양한 수 세기 전략이 있고 이들 전략들

은 이후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데 있어

서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이러한 전략들을 다양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수업 자

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업 자료에서

는 [그림 14]과 같이 100씩, 10씩 묶어 세기와 1씩 뛰

어 세기, 10씩 뛰어 세기, 100씩 뛰어 세기만 제시되어

있을 뿐 차례로 세기, 거꾸로 세기와 이어 세기는 단

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고 있다. 수학①

의 <1. 9까지의 수>에서 차례로 세기가 한 번 제시되

어 있고 <5. 50까지의 수>의 앞부분에 ‘10을 알 수 있

어요’에서 차례로 세기가 두 번 제시되어 있지만 수학

②의 <1. 100까지의 수>와 수학③의 <1. 세 자리 수>

로 수의 범위가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가 확장되면서

는 차례로 세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거꾸로 세기와

이어 세기는 다른 단계의 모든 수업 자료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다양한 수 세기 방법을 통해 다양한 수들 사이

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수에 대한 개념을 풍부하게 키

워나갈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차례로 세기, 거꾸로 세기, 이어

세기, 묶어 세기, 뛰어 세기 등 다양한 수세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제시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

를 할 수 있는 수업 자료는 「두 자리 수의 덧셈 문장

제 소개하기」이다. <자릿값의 이해>단원이지만 앞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수업 자료는 다른 영역과

통합적인 수업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덧셈에 관한

수업 자료나 뺄셈에 관한 수업 자료도 많이 제공되어

있다. 예를 들어, 「두 자리 수의 덧셈 문장제 소개하

기」에서는 교사가 수학 동화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

제를 제시하라고 안내한다. 문제 속의 수들이 맥락에

서 이해 가능해야 하고 친숙하고 매력적인 맥락을 선

택해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안내되어 있다. 이 수업 자

료에는 16페니에 10페니를 더하는 문제가 예시로 제시

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16이라는

숫자로부터 이어세기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두 자리 수의 뺄셈 문제」라는 수업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세기 전략을 충분

히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도 있다. 이어 세기, 거꾸로 세기는 덧셈과 뺄셈의 개

념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 세기 전략이다. 학

생들이 수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하고 이후 연

산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 세기

전략의 다양한 방법을 경험하고 자주 접하면서 수에

대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된 수업 자료

가 필요하다.

2) 수의 의미의 다양성

자연수는 양을 나타내는 수인 집합수, 대상이 순서

대로 나열되었을 때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순서수,

사물의 이름 대신에 부여한 수인 이름수(명목수), 길이,

무게, 부피, 시간 등을 재어서 나타내는 측정수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

가 각각의 상황과 장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업 자료는 모든 차시에 사물을

세고 난 뒤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집합수만 제시되어

있고 이름수나 순서수, 측정수는 다루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에 대한 의미 구분 활동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전의 학습 단계인 수학①의 <1. 9까지의

수>에서 순서수에 대하여 학습하긴 하지만 수의 범위

가 확장되면서 어떠한 변화나 패턴이 생기는지 접해볼

수 있는 수업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자리 수의 자릿값의 의미를 바탕으로 기수

법, 명수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99까지의 수에서는

‘스물다섯’과 ‘이십 오’의 경우와 같이 한글 수사와 한

자 수사로 읽는 방법이 구분되지만 100이상의 수에서

는 ‘삼백스물다섯’ 또는 ‘삼백 이십 오’와 같이 한글 수

사와 한자 수사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만(김성준

외, 2013; 김진호, 남미선, 박소영, 유대현, 2012) 우리

나라 수업 자료에서는 한글 수사로 읽는 방법만 제시

되어 있다. 한자 수사에 대한 학습 또한 이전 단계의

수업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만 본 연구 대상의 수업 자

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미국의 수업 자료는 연구

대상이 <자릿값의 이해>이기 때문에 ‘수의 의미’에 대

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비교하여 분석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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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소재의 다양성

우리나라 수업 자료의 각 차시는 스토리텔링에서

사용된 소재인 콩의 수를 수모형으로 나타내고, 수를

읽고 쓰는 방법을 약속한 뒤, 약속하기와 관련된 몇

가지의 활동이 더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수

업 자료는 [그림 15]과 같이 스토리텔링에서 가져온

소재인 콩으로만 수 세기를 하고 있고, 구체물을 모델

로 나타낼 때에도 수모형만을 제시하는데, 미국의 수

업 자료는 달력, 카드, 사람 수, 신발, 바퀴, 발가락, 계

란 다스, 신체 일부 등의 다양한 소재를 가져와 수 세

기 활동을 한다.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란 활동이 반

영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데 수 모델로 수모형 한 가지만

으로 활동한다면 학생의 마음에는 수와 수 모형이 단

단하게 연결되어 고착된 이미지가 형성되므로 추상화

된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김성준 외, 2013).

[그림 15] 수업 자료에서 수 세기의 소재로 사용

된 콩 세기(교육과학기술부, 2013b)

[Fig. 15] Counting of the number of bean used for

number counting

초등학생들처럼 어린 학생들이 새로운 추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델들과 상황으로부터 찾은 공

통점들이 또한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학습자들은 단순한 수준에서

라도 추상의 추상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

들이 추상적인 수 개념을 형성하려면 그들은 다양한

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가져야 하고,

수업 자료는 다양한 상황과 여러 종류의 활동을 제시

하여 수 감각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수업 자료가 하나의 스토

리텔링으로 단원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흐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콩 세기’라는 하나의 소재만을 도

입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숨겨진 다양한 소재를

수 세기 활동과 연관 지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인 구성주의의 철학이

반영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를 위해서

는 수업 자료(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자료 중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가 학습자의 지적 수준

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학습할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

는 고정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한 시간에 학습해야

할 주제 속에 너무 많은 활동들이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어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습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과제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스토리텔링

과 활동 사이, 활동과 활동 사이의 관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인 구성주의의 철학이

반영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를 위해서

는 수업 자료(교과서)에 내재된 지식이 개념, 통합성,

다의성이 강조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구성주의 지식

관에서는 개념, 통합성, 다의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자료는 개념 보다는

기능 습득 위주의 활동이 많았고 각각의 활동들이 계

열성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통합성이 강조

되지 않았으며, 수 세기 전략, 수의 의미, 학습 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성주의 관점에

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초등 수학 수업 자료 분석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상당히 제한적인 연구

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속의 발전적 연구를 위해 앞으

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수학③의 <1. 세 자리 수> 한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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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해결

의 영역이 있는데 다른 영역의 수업 자료(교과서) 내

용이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적절하게 편찬되어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014학년도에는 3-4

학년군 수학 교과서가 보급되어 적용된다. 그러므로

다른 학년의 수업 자료(교과서)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과서 체제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수업 자료(교과서)에 대한 외적․내

적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는 구성주의 철학을 담고 있으나 각론이나 교

과서에는 여전히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요소가 곳곳에

나타나있다. 우리나라보다 구성주의 관점이 더 빨리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이나 수

업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업 자료(교과서)실

정과 형편에 맞게 개선하여 구성주의 교육이 하루 빨

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상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의 실천을 위해서

구성주의 관점에 따른 교육과 관련된 유무형의 제 요

소들(지식관, 학습자관, 교사의 역할, 평가, 수업 형식,

학습, 수업 자료 등)이 융합되어야 하는데, 수업 자료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서도 구성주의 관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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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on various aspects about class is needed to implement 
education which reflects constructivism, ideally. For an ideal learner-centered mathematics class,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related to education(view of knowledge, view of leaner, 
teacher's role, evaluation, the form of class, learning, teaching material, etc.) should be 
integrated from a constructive perspective and especially, teaching material has to be premised 
on that learners have intellectual abilities to construct knowledge themselves, and reflect integrity 
of knowledge, diversity and others, and contain open attributes. In addition to this, teaching 
material should have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ose when objective epistemology applies, so 
there is a need to analyze whether teaching material has those characteristics. For thi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1. Three-Digit Numbers> which belongs to the domain of 
numbers and operations out of the units of mathematics③ textbook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 that first introduced story-telling, and <3. 
Understanding of Place Values> for the second grade of constructive math class used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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