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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에 대한 실태 분석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최 인 영 (한국교원대 대학원)✝

초등 수학 교육에서 대수적 사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학년 학생 197명

을 대상으로 대수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

라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대수적 사고 요소를 성취

기준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암

묵적으로 지도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수적 사고 요소를

강조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

들의 대수적 사고의 특징을 파악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연

구 결과 대체적으로 대수적 사고 요소에 대한 학습이 이

루어진 선행 연구의 집단과 유사하게 높은 정답률을 보였

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용한 해결 전략의 특징으로

등식과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전략 보다

는 계산적인 전략이 주도적으로 나타났으며, 대수식을 나

타낼 때 등호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수를 도출하려는 경향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하고 대수적 사고의 지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Ⅰ. 시작하는 말

학생들이 겪는 대수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초등 수학 교육에서 대수적 사고에 대한 지속

적인 기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학교 수학 교

과에서 접하는 ‘문자와 식’ 영역의 학습은 문자로 수량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월성과 편

리함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한

식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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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생들은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우는 의미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문자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다(우정호, 김성준, 2007; 이경림,

강정기, 노은환, 2014). 이는 산술 학습과 대수 학습이

서로소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수학은 산술의 측면을 강조하고 중학교에서의 수학은

산술의 맥락을 간과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대수적 사고는 산술 학습과 대수 학습을 의미 있

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양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고 표현하며 정당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

한 표현으로 나타난 일반성을 추론하는 것(Blanton,

Levi, Crites, & Dougherty, 2011, p. 1)”으로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모든 연령의 수학 학습자

에게 필요한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수 학습 및 대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학생들

이 등호를 연산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보이며,

문자를 사용한 식을 조작하는 것과 수학적 기호로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Carraher & Schliemann, 2007). 또한 변화하는 양에

대한 이해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는 것에 어

려움을 보이며 함수를  , 가 포함된 식의 표현으로

동일시하거나 방정식과 함수 개념을 분리하여 이해하

는 등의 함수적 사고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보이기

도 한다(김정원, 2014).

이에 반하여 심화된 대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

생들은 기계적인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 등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연산의 성질을 탐

구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Carpenter, Franke, & Levi,

2003). 일반화를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변수 표기는 중

등 수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고착화되었지

만 만 6세의 어린 학생들도 공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변수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변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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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기를 초등학교 저학년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변

수에 대한 강력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Brizuela, Blanton, Sawrey,

Newman-Owens, & Gardiner, 2015). 또한 초등학생들

이 양의 변화와 증가에 대하여 비형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함수적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중학교의 함수 학습에 자연스럽게 연결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함수적 사고의 신장

을 위한 점진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정원, 2014).

이외에도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의 각 요소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등호에 대

한 이해를 학년별로 분석하거나(예, 김정원, 최지영, 방

정숙, 2016; Matthews, Rittle-Johnson, McEldoon, &

Taylor, 2012), 연산의 기본 성질에 대한 일반화의 이

해 정도를 분석한 연구(예, 최지영, 방정숙, 2011;

Schifter, Monk, Russell, & Bastable, 2008)가 있으며,

변수 개념 이해 및 표기 방법을 분석하거나(예, 하수

현, 이광호, 2011; Brizuela et al., 2015), 학년별 함수적

사고와 패턴 인식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예, 김정원,

2014; 최지영, 방정숙, 2012; Moss & McNab, 2011)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에 대

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학년별 이해 정도의 특징을 파

악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

수적 사고를 포괄하는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Blanton, Stephens, Knuth,

Gardiner, Isler와 Kim(2015)은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학 수업 내에서 대수적 사

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

단으로 나누어 개입(intervention)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자 대수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

고 이를 적용하였다. 개발된 평가 도구는 Kaput(2008)

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대

수적 사고로서 동치·식·등식·부등식에 대한 이해와 일

반화된 산술, 함수적 사고, 변수에 대한 이해로 구분하

여 구성되어 있어 대수적 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초등학

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대수적 사고 요소를 명시하

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수적 사고 요소가 수와

연산 및 규칙성 영역 등에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이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행 연구의 개입 집단과

같이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는 문항과 개입 집단의 결

과보다 월등히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는 문항을 분석함

으로써 현행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 발달에

적절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수적 사고

요소 별로 학생들이 나타내는 특징을 면밀히 분석함으

로써 대수적 사고 발달에 관한 지도 방향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수적 사고의 의미와 구성 요소

대수적 사고는 중등 이전의 유·초등 단계의 수학 학

습에서부터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대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초기 대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

었다. 대수적 사고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Kieran(2004)

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대수적 사고는 “문자-

기호적인 대수를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식의 구조를 분석

하기,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일반화하기, 문제 해결하

기, 모델링하기, 정당화하기, 증명하기, 예측하기와 같

이 문자-기호적인 대수를 활용하지 않는 활동에서도 발

달이 이루어진다(p.149).”고 하였다. 또한, Kaput(2008)

은 대수 학습을 사고 관행과 내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고 관행은 형식적이며 관습적인 기호 체계를 발달시

키는 가운데 일반화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과 기호적

형태로 추론하는 것이고, 내용 영역은 “일반화된 산술

과 양적 추론, 함수·관계·공변에 대한 이해, 수학 학습

안팎의 모델링 언어를 적용하는 것(p. 11)”으로 설명하

였다. 또한 대수적 사고에 대하여 역사-발생적 관점에

서 그 기원을 고찰하고 인식론적, 기호-언어학적 관점

에서 분석한 우정호와 김성준(2007)은 대수적 사고의

본질을 “분석적 사고와 비례적 사고, 형식 불역의 원

리, 과정-대상의 상호작용, 문자 기호에 대한 동적인

해석 능력(p.459)”으로 도출하고 ‘문자와 식’과 ‘방정식’

의 내용에서 대수적 사고 요소를 대응시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서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대수적 사고를 내용 요소와 사고 과정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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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기호적인 활동이나 동치·식·

등식·부등식, 일반화된 산술, 함수적 사고, 변수, 비례

추론, 문자와 식과 방정식은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

으며, 일반화하기, 분석하기, 정당화하기 등은 사고 과

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eran(2004)은 대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수치적 답을 계산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그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둘째

는 연산과 그 역연산, 연산을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에 관련된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셋

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넷째는 숫자와 문자에 대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미지수, 변수,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는 문자의 활용에 대한 것과 답으로서 열린

(unclosed) 문자적 표현을 수용하는 것, 수치적인 결과

값 보다는 동치의 성질로 식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

다. 다섯째는 등호 기호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lanton 외(2015)에서는 Kaput(2008)을

비롯한 초기 대수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학

적 관계를 일반화하기, 표현하기, 정당화하기, 추론하기

의 핵심적인 대수적 사고 관행을 이끄는 기회를 제공

하는 다섯 가지 필수 이해로서 동치·식·등식·부등식

(equivalence, expressions, equations, inequalities), 일

반화된 산술(generalized arithmetic), 변수(variable), 함

수적 사고(functional thinking), 비례 추론(proportional

reasoning)1)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Kieran(2004)에서 제안한 요소와 상당부분 중첩이 된다.

첫째, 동치·식·등식·부등식에 대한 이해는 등호 기호

에 대하여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기호적인 형태로

식과 등식을 표현하고 추론하는 것, 일반화된 양 사이

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Blanton et al., 2015). 등호

기호에 대하여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9+5=a+6에

서 6은 5보다 1 크기 때문에 a는 9보다 1 작아야 한다

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기호적인 형태로 식과 등식

을 표현하고 추론하는 것은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식

을 구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야구공 한 개를 만드는

데 실이 20m씩 필요하다면 120m의 실로 야구공 몇

1) Blanton 외(2015)의 연구에서 비례 추론은 연구 대상인 초

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에 적절하지 않아 문항 분석에서

도 제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비례 추론에 대한 이해

및 문항 분석은 제외한다.

개를만들수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120-20-20-20-20-20-20=0

으로나타내거나 120÷20=b 또는 20×b=120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표현하는 일반

화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문제에 대하여 추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화된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은 들이가 같은 두 그릇 C와 D에 대하여 C=D 또는

D=C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C=D이고 D=E

이면 C=E임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2+a=b이고 b=2+4라면, 계산하지 않고도 2+a=2+4이므

로 a=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일반화된 산술에 대한 이해는 산술적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 수와 연산의 기본 성질(예, 덧셈에 대

한 교환법칙)을 이해하는 것, 식을 산술로 계산하기 보

다는 식의 구조를 추론하여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Blanton et al., 2015). 산술적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라는 것을 a와 b가

범자연수라면 홀수는 a+a+1 또는 b+b+1이라고 할 수

있고 홀수 더하기 홀수는 a+a+1+b+b+1이 되며 이는

a+a+b+b+1+1로 짝수라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수

와 연산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덧셈과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 역원 및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식의 구조를 추

론하여 해결하는 것은 f+g-g=f에서 g-g=0이고 f+0=f

이므로 f+g-g=f가 성립함을 추론하는 것이다.

셋째, 변수에 대한 이해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간결

하게 표현하는 언어적 도구로써 기호적 표기를 이해하

는 것과 변수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쓰일 때 그 역할

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Blanton et

al., 2015). 기호적 표기를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두

발자전거의 수와 그 바퀴의 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

해 두발자전거의 수를 B, 바퀴의 수를 W로 할 때

2B=W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변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일반화된 수, 고정된 미지수, 변화하는 양, 매개

변수, 자리지기로서의 다양한 변수의 역할을 해석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함수적 사고는 공변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일

반화하는 것과 자연 언어, 대수적(기호적) 표기, 표, 그

래프를 통하여 공변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추론하는 것을 포함한다(Blanton et al., 2015). 공변하

는 양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

림 1]의 삼각형의 수가 1, 2, 3, … 일 때 꼭짓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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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 2+2, 3+2, … 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삼각형의 수를 t, 꼭짓점의 수를 v로 하여 두 양 사이

의 관계를 v=t+2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1] 삼각형 패턴

[Fig. 1] Growing triangles

공변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삼각형의 수와 꼭짓점의 수의 관계를 “삼각형이 1개일

때 꼭짓점은 3개, 삼각형이 2개일 때 꼭짓점은 4개, 삼

각형이 3개일 때 꼭짓점은 5개와 같이 삼각형의 수가

1씩 늘어날수록 꼭짓점의 수도 1씩 증가한다.” 또는

“삼각형의 수보다 꼭짓점의 수가 2개 더 많다.”와 같이

말로 나타내는 것,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하며 이를 통하여 표현

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함수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

할 수 있다.

2.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본 절에서는 대수적 사고를 구성하는 동치 및 등호,

일반화된 산술, 변수, 함수적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동치 및 등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을 관계적으

로 파악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의 학생들은 등호 기호를 관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계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등호에 대하여 계산적

인 이해를 하는 학생들은 산술 문제를 푸는 데에 도움

이 될지라도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Byrd, McNeil, Chesney, & Matthews,

2015). Byrd 외(2015)에서 등호에 대한 계산적인 이해

가 주도적이었던 3학년 학생들의 경우 5학년 때에도

대수적 사고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낮은 성공률을 보

였으며 등호에 대한 관계적인 이해가 주도적이었던 학

생들의 경우에는 나중 학년에서도 등식의 동등성을 더

잘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등호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유형의 등

식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정도를 분석한 연구(기

정순, 정영옥, 2008)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호 기호

의 의미에 대한 오류를 나타냈으며 등식의 유형에 따

라 학생들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었고 그 원인으로 우

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전형적인 한 가지 유형

(a±b=c)에 편중되어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초

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의 등호 이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 정답의 비율이 오답

의 비율보다 높게 드러난 것으로 등호 관련 문항을 해

결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으나 관계적으

로 해결하기보다는 계산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

고, 비표준문맥에 대하여 낮은 정답률이 나타난 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맥의 등식 구조를 접할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했다.

둘째, 연산의 성질을 이해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산술 학습에서 대

수 학습으로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알

고리즘을 암기하는 것과 계산을 빨리 하는 것에 학습

이 치중되어 연산의 성질을 이해하는 기회가 거의 주

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Russell, Schifter, &

Bastable, 2011). Schifter 외(2008)에서 수학 수업 중

교환법칙에 대한 탐구는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의 사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곱셈의 결합법

칙에 대한 탐구는 3, 4학년 학생들의 사례에서 특정한

예로서 구체적인 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주도적이었지

만 일반화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3학년 학생들의 사

례에서 고쳐묶기의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

러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산의 성질과 일반화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2, 4, 6학

년 학생들의 연산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분석한 연구

(최지영, 방정숙, 2011)에서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서

연산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산의 성질을 적용하는 것 모두에서 어려움을 나타냈

으며 교환법칙에 대한 이해 정도는 저학년에서부터 높

았으나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에 대한 이해 정도는 고학

년에서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산의 성질을

파악하는 경험이 교과서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여러 자리 수’의 곱셈 알고리

즘에서 결합 및 분배법칙에 대한 원리가 지나치게 암

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변수 개념 이해와 변수 표기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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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변수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중등 수학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나중 학년에서 겪는 변수에 대한 어려움을 해

소하는 방법으로 변수 및 변수 표기를 일찍 소개함으

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Brizuela et al., 2015). 초등학교 1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수 표기에 대한 연구(Brizuela

et al., 2015)를 실시한 결과 수업에서 변수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미결정된 양

을 구체적인 값으로 나타내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변수

표기에 대한 논의 후에는 미결정된 양에 대하여 변수

로 이해하고 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저학

년에서도 변수 학습이 가능하며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었

다. 우리나라 6학년 학생들의 변수 개념에 대한 이해

를 분석한 연구(하수현, 이광호, 2011)에서 ‘□’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며 변수를 조작하고 해석하는 기

호화 경험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기존의 수학 수업으

로는 학생들의 변수에 대한 이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공변 관계 이해 및 함수적 사고에 대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는 함수 개념은

초등학교에서의 비형식적인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

지 않으며 너무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Warren & Cooper, 2005). 유아·유

치원～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함수적 사고에 대

한 연구(Blanton & Kaput, 2004)를 통해 각 학년의 학

생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수준보다 깊이 있는 함수적

사고가 가능하며 적절한 수업을 통하여 저학년 학생들

도 말과 기호를 사용하여 재귀적 또는 공변적으로 설

명할 수 있고 대응 관계도 묘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2, 4, 6학년 학생들의 함수적

관계 이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최지영, 방정숙,

2012)에서는 덧셈 관계에 대한 정답률이 높고 제곱 관

계와 선형 관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

였으며 독립변수의 값이 구체적인 수이면서 큰 수인

경우에는 임의의 수로 주어졌을 때보다 종속변수의 값

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때에는 연속된 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 표를 채우는 활동보다는 불연속적

인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를 제시함으로써 두 양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등호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등식을 관계적으로 분석하

기 보다는 계산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등호에 대한 비표준문맥의 문항과 연산의 성

질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

는 학습 기회의 부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변수에 대한 이해

의 가능성을 파악한 연구를 통하여 변수 학습을 보다

이른 시기에 도입하여 지속적인 변수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함수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개입)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도 함수적 사고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는

등호, 등식, 연산의 성질, 변수, 함수적 사고에 대한 초

등학생들의 이해를 각각 조사한 것이며 여러 학년 수

준에 걸쳐 이루어져있다. 다음 절에서 학생들의 대수

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연구이자 초

등학교 3학년의 수준으로 연구 대상이 정해져있는

Blanton 외(2015)와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

교 3학년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Blanton 외(2015)의 평가지를 통한 대수적 사고

분석 개관

Blanton 외(2015)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수

개념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과 지속적

인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가 발달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Kaput(2008)을 기반으로 하여 대수적 사고 관행의 기

회를 제공하는 다섯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밝히고 초

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는 대수

적 개념을 가정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적절한

대수적 개념을 바탕으로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 덧

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 및 교환법칙, 곱셈의 항등원,

문제 상황에 대한 대수식으로의 모델링 등의 학습 내

용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일반 수학 수업에 포함되어

이루어졌다. 대수적 개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19차시

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개입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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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수의 일반적인 수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비개입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섯 가지 핵심 아이디

어와 개입의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한 동형의 평

가지는 개입을 기준으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에 활

용되었으며 두 집단의 사전 평가 결과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수행 결과에 있어서, 개입 집단에서는 사

전 평가와 사후 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뿐만 아니

라 사후 평가에서 비개입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정답

률을 나타냈다(구체적인 결과는 [표 2] 참조). 대수적

사고 요소별로는 먼저, 등호와 등식에 대한 이해에 있

어서 사전 평가에서는 두 집단의 학생들 대부분이 동

치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개입 집단

에서만 등식을 관계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전략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개입이 학생들로 하여금 등식

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문항에 있어서

사후 평가에서 개입 집단의 학생들만 식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미지수를 추론하였는데 개입에서 형식적으로

역연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대수식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문항에 있어서

사전 평가에서는 두 집단 모두 변수 표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후 평가에서는 개입 집단에서 문자를 사용

하여 변수를 표현하였으며 더욱이 문제 상황에 따라

관련된 문자로 표현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일

반화된 산술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문항에 있어서

사전 평가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식을 구조적으로 분석

하지 못했으나 사후 평가에서 개입 집단의 과반이 넘

는 학생들이 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덧셈의 교환법

칙을 추론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함수적 사고

에 대한 이해를 분석할 수 있는 문항의 사후 평가에서

개입 집단의 학생들이 비개입 집단의 학생들보다 공변

관계를 잘 추론하였으며 개입 집단에서만 함수 규칙을

말이나 변수로 표현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또한 개

입 집단에서 함수 규칙을 말로 표현하는 사례보다 변

수 표기로 표현하는 사례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전

반적인 결과 및 대수적 사고 요소별 결과를 통하여 대

수적 개념을 학습한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었

으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수 학습에 대한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Blanton 외(2015)의 두 집단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

가지에 대한 정답률을 비교하여 선행 연구와의 유사점

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개입 집단의 학

생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문항과 개입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문항을 확

인하고 문항에 특징적인 대수적 사고 요소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해결 전략을 면밀

히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지를 구성하여 학생

들의 반응을 알아보았으며 평가 후 면담을 통하여 학

생들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해결 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를 발달시키기에 적절한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Blanton 외(2015)의 평가지를 한글로 변역한 후,

각 문항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언어 수

준 및 수학 지식에 전반적으로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검토를 받았다. 이 검토를 바

탕으로 평가지를 수정하여 1개 학급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의 학생들의 반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지Ⅱ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수정 및 보완한 평가지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

는데, 평가지의 기록만으로는 학생의 해결방법을 명확

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가적으로 면담을 실시

하여 학생들의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검사로 수집한 평가지는 Blanton 외(2015)에서 분류한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분류하였으며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만 나타난 전략 및 오류유형에 대하여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개교와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2개교,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1개교, 제주시에 소재한 3개교를 편의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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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수적
사고 요소

문항
수 문항의 예2)

평

가

지

Ⅰ

동치·식·등식·

부등식
3

식이맞도록□안에알맞은수를쓰고, 왜

그렇게생각하는지자신의의견을쓰세요.

□

일반화된산술 1

연아는어떻게“ ”이몇인지계산

하지않고곧바로알수있었을까요? 왜

그렇게생각하는지자신의의견을쓰세요.

동치·식·등식·

부등식/

일반화된산술

1

  입니다. 식이맞으면 ‘참’에

○표를, 식이틀리면 ‘거짓’에○표를 하

고왜그렇게생각하는지자신의의견을

쓰세요.

  참 거짓

일반화된산술/

변수
1

수민이는아래의식을계산하였습니다.

 0,   0입니다. 수

민이는어떤수이든지, 어떤수에서

그수를빼면그결과가0이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중수민이의생각을가장잘 나타

내고있는것은무엇입니까?

[표 1] 검사 문항의 구성

[Table 1] Examples of written assessment item

①□  ②□△□△

③□□  ④□× 

동치·식·등식·

부등식/

변수

3

하준이와 예준이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

데동전의종류는모두같습니다. 하준이

의돼지저금통과예준이의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동전의개수는같지만몇개인

지는모릅니다. 그리고예준이는손에동

전 8개를더가지고있습니다. 하준이에

게있는동전의개수를나타내시오.

함수적사고/

변수
1

(탁자 개수)와 (탁자에 앉는 사람 수)의

규칙(관계)을찾아식으로쓰세요.

평

가

지

Ⅱ

동치·식·등식·

부등식/

변수

1

하준이가가지고있는동전의개수는□이

고, 예준이가가지고있는동전의개수는

□+8이라면, 하준이와예준이가가지고있

는동전을모두합한개수를나타내시오.

함수적사고/

변수
1

(탁자 개수)는 □이고, (탁자에 앉는 사

람 수)는 △라면, □와 △를 이용하여

(탁자 개수)와 (탁자에 앉는 사람 수)의

관계를식으로쓰세요.

하였으며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이다. 11개 학급의 총 220명을 연구 대상으

로 하였으나 무응답의 비율이 높은 23명의 평가지를

제외하고 197명의 평가지를 분석하였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검사 도구는 Blanton 외(2015)에 제시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수적 사고에 대한 선행 연

구를 통해 구성한 문항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

은 것이며 문항 검토 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수준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

었다. Blanton 외(2015)의 문항을 한글로 변환한 후, 대

전시에 소재한 학업성취도가 중간 수준인 1개교 1개 학

급의 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글 어순에 자연스럽게 문

항을 수정하였으며 3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어떤 수’를

□나 ★로 나타내는 것을 반영하여 변수를 □나 ★로

직접적으로 제시하였을 때와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학

생들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평가지를 Ⅰ과 Ⅱ로 나누

어 구성하였다. 검사 문항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평가지Ⅰ은 Blanton 외(2015)에서 사용한 평가 문항

에 예비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한 것으로

동치·식·등식·부등식, 일반화된 산술, 변수, 함수적 사

고, 비례 추론에 대한 이해를 분석할 수 있는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와 같이 해결

과정을 정당화하는 보조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비례

추론에 대한 1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나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평가지Ⅱ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선행 연구

결과의 제한점3)을 반영한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는 40분 동안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

으며 학생들이 직접 검사지에 기록하였다. [그림 2]와

같이 Blanton 외(2015)에서 분류한 전략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

2) <부록 1>과 <부록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지Ⅰ,

Ⅱ이다.

3) ‘민서가 탁자 10개를 이어 붙인다면, 몇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요?’와 같이 탁자 수가 10개일 때 앉는 사람의 수를

구하는 문항으로, 함수 규칙을 사용하지 않아도 재귀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적 사고 요소를 알

아보는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실제, 선행

연구에서 개입 집단과 비개입 집단 간 정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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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항 1-(1)에 대한 학생들의 해결 방법을 구조적

전략, 계산적 전략, 연산오류로 분류하였는데 구조적

전략은 계산 과정 없이 등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해결

한 것이고, 계산적 전략은 등식에 있는 연산을 수행하

여 미지수를 구한 것이다. 연산오류는 동치를 인식하

지 못하고 등식의 모든 수를 더하거나 좌변의 연산 결

과를 우변에 쓴 경우이다. 한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 높은 수준의 전략으로 분

류하였다. 예를 들어, 문항 1-(1)에 대하여 계산적 전

략과 구조적 전략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 구조적 전

략으로 분류하였다. 풀이 흔적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

지 않은 경우와 “모르겠다.” 또는 “?”와 같이 쓴 경우

는 ‘응답 없음’으로 코딩하고, 오답으로 분류하였다.

전략 전략에 대한 설명

구조적

계산 과정 없이 등식의 구조를 인식하고, 양변이

동치임을 알고 등식을 해결하거나 참과 거짓을

판단함.

4는 3보다 1 큰 수이므로 양변이 같기 위해서 □는

7보다 1 작은 수여야 하므로 6이 된다.

계산적

미지수를 구하거나 등식의 양변이 같음을 결정하기

위해 계산함.

7+3=10이므로 □+4=10이 되는 □는 6이다.

연산

오류

(동치

인식

못함)

등호의 좌변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하거나 주어진

등식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하여 값을 씀.

① 7+3=10+4이다. 7+3=10이다.

② 7+3=14+4이다. 7+3+4=14이다.

[그림 2] 문항 1-(1)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분류

[Fig. 2] Coding scheme for Item 1-(1)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

에서 나타난 반응의 경우에는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분류하

였다. 답은 맞지만 해결과정이 없어서 전략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이지만 이유 불충분’으로 코딩하

였고 오답이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의 반응도

‘기타오류’로 코딩하여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무응답은

0, 정답 및 오답은 그 유형에 따라 문항별로 1부터 5

까지의 번호로 분류하여 코딩하였으며 빈도 분석을 실

시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평가지에서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본 검사를 실시한 1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정답이지만

풀이 과정이 없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문항 1과 2와 같이 동일한 대수적

사고 요소를 확인하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의 경우에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

의 구체적인 의도를 확인하였다. 9명의 학생들과 면담

을 각 10분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녹음하여 전사하였

고 전사한 자료는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의 특징을 판

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전반적인 비교 분석

각 문항별 정답률에 대한 Blanton 외(2015)의 결과

와 우리나라 3학년 학생들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

답률이 제시되지 않은 문항 3-(1), 3-(2), 4-(1)은 선행

연구에서 정답률이 아닌 사용한 전략으로만 코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정답률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개입 집단과 비개입 집단의 사전

및 사후 평가에 대한 정답률을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의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사후 평가에서 나타낸 개입 집

단 및 비개입 집단의 정답률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

답률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비교 분석으로 집단 간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답률이 선행 연구

의 개입 집단보다도 높은 문항과 개입 집단 보다 현저

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분석하였다.

우선, 문항별 정답률은 전반적으로 선행 연구의 개

입 집단에서 가장 높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답률은

개입 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다. 개입 집단에서 정답률

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답률과 유사한 문

항은 문항 1, 2, 4, 6, 8로 등식에서 미지수를 구하고

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며 덧셈의 교환법칙을 일반

화하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대수식을 고르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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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Blanton 외(2015)의
사후 평가에서의 정답률

우리나라 3학년
학생들의
정답률비개입 개입

1
(1) 0.032 0.842 0.690

(2) 0.016 0.842 0.700

2

(1) 0.317 0.868 0.741

(2) 0.095 0.842 0.736

(3) 0.143 0.895 0.751

4 (2) 0.349 0.737 0.663

5 0.048 0.368 0.736

6 0.571 0.895 0.842

7

(1) 0.127 0.737 0.162

(2) 0.079 0.632 0.152

(3) 0.032 0.395 0.045

8 0.492 0.895 0.847

9 0.286 0.526 0.857

10

(1) 0.524 0.868 0.761

(2) 0.413 0.789 0.299

(3) 0.079 0.316 0.477

(4) 0.000 0.158 0.045

(5) 0.413 0.553 0.472

* 각 문항에 대하여 정답률이 가장 높은 곳에 음영으로

표시함.

[표 2] 우리나라 학생들과 Blanton 외 (2015)의 학생들

의 정답률 비교

[Table 2] Comparison between Korean students’

performance and their counterparts in Blanton et al. (2015)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행 연구의 개입 집단보

다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도 있다. 우리나라 학생

들에게서 가장 높은 정답률이 나타난 문항은 5, 9,

10-(3)으로 문항 5는 등식을 해석하여 동치 관계를 판

단하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연산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며

문항 9는 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 등식의 구조를 분

석하고 해결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을 알아보는 문항이

다. 10-(3)은 두 양의 공변 관계를 확인하여 말로 설명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즉, 동치, 등식의

구조, 연산의 성질에 대한 일반화, 변수에 대한 이해와

함수적 사고를 알아보는 문항의 전반에서 높은 정답률

을 보였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

한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암시적이지만 대수적 사고 요소를 다루고

있는 현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답률이 개입 집단보다

월등히 낮거나 비개입 집단보다 낮은 문항도 있다. 문

항 7-(1), (2), (3), 10-(2), (4)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

는데, 문항 7은 변수를 사용하여 대수식을 표현하는

문항이고, 문항 10-(2)는 재귀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문

항이며, 문항 10-(4)는 변화하는 두 양을 함수 규칙으

로 표현하는 문항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미결정된 양이

나 변화하는 양을 변수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3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어떤 수’를 □나 △,

☆로 나타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있지만 ‘어떤

수’를 □나 △, ☆로 나타내는 이유나 □, △, ☆과 연

산 기호를 함께 써서 식을 구성하는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행 연구의 개입 집단과 유사하게 우

리나라 학생들의 정답률도 높았는데 이는 기존 교육과

정의 장점으로서 학생들이 평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변수를 사용하여 대수식과 함수 규칙을 표현

하는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임으로써 ‘어떤

수’를 □나 △, ☆로 도입할 때 변수 표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별 정답률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평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

나 학생들이 어떠한 대수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수적 사고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

라서 다음 절에서는 문항에 따라 학생들이 나타낸 해

결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대수적 사고 요소별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대수적 사고 요소별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

등호와 등식, 방정식, 대수식, 일반화된 산술에 대한

이해, 함수적 사고로 분류하여 문항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답률과 해결 방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오답이지만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의 실제를 파악

할 수 있는 특징적인 반응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1) 등호와 등식에 대한 이해

등호와 등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문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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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전략에 대한 설명
빈도수

(%)

구조적

계산 과정 없이 등식의 구조를 인식하고,
양변이 동치임을 알고 등식을 해결하거
나 참과 거짓을 판단함.

1-(1): 7+3=6+4이다. 7에서 1을 빼서 3에
더하면 4가 되어 □는 6이 된다.

1
(0.5%)

2-(2): 참이다. 58은 57에서 1을 더한 것
과 같고 21은 22에서 1을 뺀 것과 같다.

9
(4.5%)

계산적
미지수를 구하거나 등식의 양변이 같음
을 결정하기 위해 계산함.

[표 3] 문항 1-(1), 2-(2)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students’ strategies on Items 1-(1) and 2-(2)

1-(1): 7+3=6+4이다. 7+3=10이고, 6+4=10이다.
132
(67.0%)

2-(2): 참이다. 57+22=79이고, 58+21=79이다. 128
(64.9%)

연산

오류

(동치

인식

못함)

등호의 좌변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하거나 주
어진등식에있는모든수를더하여값을씀.

1-(1):
① 7+3=10+4이다. 7+3=10이다.
② 7+3=14+4이다. 7+3+4=14이다.

58
(29.4%)

2-(2): 거짓이다.
① 57+22=79이므로 58이 아니다.
② 57+22+58+21=158이다.

45
(22.8%)

이유

불충분

□에 알맞은 수를 썼거나 참과 거
짓을 잘 판단하였으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1-(1) 3
(1.5%)

2-(2) 8
(4.0%)

기타

오류
계산 실수로 인한 오답

1-(1)
2

(1.0%)

2-(2)
6

(3.0%)

무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드러나지 않음.

1-(1) 1
(0.5%)

2-(2) 1
(0.5%)

2-(2), 3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해결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항 1은 양변이 동치임

을 활용하여 □에 알맞은 수를 쓰는 유형으로 등식의

구조적인 관계를 추론하여 미지수를 구하는 문항이고

문항 2는 등식의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는 유형으로

등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동치 관계를 판단하는 문

항이다. 문항 1에 대한 정답률의 평균은 69.5%이고 문

항 2에 대한 정답률의 평균은 74.2%로 다른 문항과 비

교하여 높은 편이며, 문항 2에 대한 정답률이 문항 1

의 정답률보다 높다.

문항 1-(1)과 2-(2)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을 분

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문항 1-(1)에서 양변을 동

치로 인식하지 못하고 좌변의 합을 구하여 □에 그 결

과를 쓴 경우는 29.4%였고, 계산적인 전략으로 양변의

합을 각각 구하여 □에 알맞은 수를 쓴 경우는 67.0%

였으며, 구조적인 전략으로 □에 알맞은 수를 쓴 경우

는 0.5%였다. 즉, 정답 반응 중 대부분이 계산적인 전

략을 사용한 것이고 일부의 학생들이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문항 2-(2)에서도 나타나는데 57+22=58+21

에서 양변을 동치로 인식하지 못하고 등호 기호 다음에

는 57과 22의 합의 결과인 79를 써야한다고 한 경우가

22.8%였다. 양변의 합을 구하여 비교하는 계산적인 전

략을 사용한 경우는 64.9%였으며 구조적인 전략을 사

용한 경우는 4.5%였다. 즉, 이 문항에서도 정답으로 반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계산적인 전략을 사용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구조적인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대표적

인 오류로 좌변의 결과를 ‘58’이라는 숫자의 자리에

‘79’를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항 1과 2에 대하여 계산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등식을 구조

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적인 전략을 사

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1과 2에 대

하여 계산적인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문항 3에서 등호

에 대한 관계적인 이해를 보인 학생과 면담을 하였다.

<에피소드 1>과 같이 학생 1은 처음에는 등식의 구조

를 보고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계산을 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한 후에야 구조적인 전략

을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학생들이 접한 수학 교과

서의 문제 유형이 대부분 주어진 연산에 따라 계산하여

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등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까닭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에피소드 1> 계산적인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나 구조적

전략도 가능한 학생의 사례

면담자: 이것은 꼭 15이고, 19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1: 아마도요.

면담자: 계산을 안 하면?

학생 1: 계산하지 않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면담자: 그렇지. 비교해볼래?

학생 1: 3하고 4하고 비교해보면 3이 더 작고, 12하고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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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 12가 더 작으니까 이쪽이 더 작아요.

면담자: 그렇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 1: 57+22도 79이고, 58+21도 79이니까

면담자: 계산하지 않고는 모를까? 방금처럼 비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학생 1: 58에서 1을 주면 숫자가 똑같아지니까 계산하지 않

고도 알 수 있죠.

면담자: 그렇지. 잘했어요. 이것은요? 이것도 꼭 두 개를 합

해서 160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 1: 이것은 숫자의 위치만 바꾼것이니까 바로알 수 있지요.

또한, 몇몇 학생들은 [그림 3]과 같이 문항 1에서는

동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연산 오류를 보였으나, 문항 2

에서는 계산적 전략을 이용하여 참과 거짓을 옳게 판

별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문항 1-(1)에서는 □에 좌변

의 합의 결과를 쓰는 오류를 보였으나, 문항 2-(2)에서

는 □ 없이 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이므로 양

변을 계산하거나 등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참과 거

짓을 옳게 판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항에 □가 포

함되어 있으면 □에 답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

인 오개념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등호와 등

식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문항 모두 두 식이 등호로 연결된 등식임

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림 3] 문항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 예

[Fig. 3] Examples of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items

문항 3은 등호의 명칭과 그 의미를 묻는 문항으로

[그림 4]와 같이 ‘=’의 명칭을 ‘등호’라고 반응한 경우

는 2.5%였다. 이는 등호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1학년 1

학기 수학 교과서에서 [그림 5]와 같이 ‘=’의 명칭을

‘등호’라고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식을 읽는 방법만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1～2학년군 수와 연산 영역의 주요 용어에 ‘=. >, <’는

제시되어 있지만, 그 명칭인 ‘등호’, ‘부등호’는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 교과서에서도 그 명칭은 나타나지 않

는다. 또한 ‘～과 같습니다.’ 또는 ‘～입니다.’와 같이 등

식을 읽는 방법을 학습하지만, 등호의 뜻을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않는다.

응답 등호 는 같다 기타 무응답

빈도
(백분율)

5
(2.5%)

143
(72.5%)

25
(12.6%)

13
(6.5%)

11
(5.5%)

응답 같다 답 결과 기타 무응답

빈도
(백분율)

85
(43.1%)

62
(31.4%)

17
(8.6%)

18
(9.1%)

15
(7.6%)

[그림 4] 문항 3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Fig. 4] Students’ responses on Item 3

그림 5] 1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에 제시된 등식 읽기

(교육부, 2015b, p.84)

[Fig. 5] Reading an equation in the mathematics textbook

for 1st graders(Ministry of Education, 2015b, p.84)

문항 3-(2)에서 등호의 의미를 ‘같다’로 쓴 학생들이

전체의 43.1%인 점은 고무적이나 그 외에 ‘답’이나 ‘결

과’로 쓴 학생들은 40.1%였다. 이와 같이 등호의 명칭

및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는 등식의 구조적인 관계

를 파악하여 동치를 인식하는 것을 묻는 문항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보인 원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의 반응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선행 연구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반응에서는 나타

난 특징이 있다. 문항 1-(1), (2)에 대한 오류 유형으로

양변에 있는 가수를 모두 더한 결과를 □에 쓴 반응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림 6]과 같이 반응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등호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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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과정에서 쓰는 ‘기호’로 생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7+3=10이고 10+4=14’라고 썼는데 이를 통해 등

호를 양변이 ‘같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연산의

과정에서 써야하는 ‘기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항 3의 결과에서 등호의 의미를 ‘기호’라

고 쓴 몇몇 우리나라 학생들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등호를 연산 과정의 ‘기호’로 인식하는 예

[Fig. 6] Examples of recognizing the equal sign as

the symbol of computation

(2) 방정식에 대한 이해

방정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문항 9를 분석하였

다.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해결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항 9는 학생들이 단순한 형태의 방정식을 어

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등식의 구조를

분석하여 변수를 구하고 해결 방법을 정당화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문항 9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으로 정답률이 85.7%였다. 선행 연

구의 개입 집단의 사후평가보다도 높은 정답률로, 이

는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에서 한 가

지 연산에 대하여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문항 9의 두 가지 연산이 있는 방정식의 미지

수를 구하는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림 7]은 문항 9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추측과 확인’과 ‘전개’ 전략으

로 분류하였으며,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나라 학

생들에게서 나타난 해결 전략의 특징으로 추가하여 분

석하였다.

전략 전략에 대한 설명
빈도수

(%)

추측

과

확인

방정식을 앞에서부터 풀며, 추측하여

변수에 특정한 값을 넣고 등식이 성립

하는지 확인함.

5

(2.5%)

×   이고, ×  이다.

전개
역연산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해결함. 2

(1.0%)  이고 ÷  이다.

구구

(fact)

덧셈구구와 곱셈구구를 이용하여 방정

식의 미지수를 직관적으로 구함. 150

(76.1%)(어떤 수)+2=8이므로 (어떤 수)는 6이고,

3×(어떤 수)=6이므로 (어떤 수)는 2이다.

이유

불충분

□에 알맞은 수를 썼으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12

(6.0%)

기타

오류
계산 실수로 인한 오답

17

(8.6%)

무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드러나지 않음.

11

(5.5%)

[그림 7] 문항 9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분석 결과

[Fig. 7] Results of students’ strategies on Item 9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을 비교해보면 추측과 확인의

전략으로 해결한 경우는 2.5%였고, 전개의 전략으로

해결한 경우는 1.0%로 2명의 학생뿐이었다. 반면에, 우

리나라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전략은 [그림

8]과 같은 방법으로 덧셈구구와 곱셈구구로 미지수를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었다. 8에서 2를 빼면 6이

고, 6을 3으로 나누어서 미지수가 2라는 것을 순서대

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덧셈구구를 통해 ‘어떤 수’와

2를 더한 것이 8이므로 ‘어떤 수’는 6이고, 곱셈구구를

통해 3에 ‘어떤 수’를 곱하여 6이 된 것은 ‘어떤 수’가

2라는 것을 계산한 과정이 없이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전략을 ‘구구(fact)’로 분류하였으며,

이 방법으로 해결한 학생들은 76.1%였다. 따라서 전개

전략을 사용하여 등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덧셈 및 곱셈 구구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수로 구성된 방정식의 미지수를 구하는 문항

으로 수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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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략 전략에 대한 설명
빈도수

(%)

(1)

문자이용
미지의 양을

문자로표현함.

하준이는 동전을 □개

가지고있다.

25

(12.6%)

비교
양과 양을 비

교하여설명함.

하준이는동전을예준이보

다8개적게가지고있다.

7

(3.5%)

구체적인

값

미지의 양을

특정한 값으로

표현함.

하준이는 동전을 8개

가지고있다.

34

(17.2%)

(2)

관련된

문자이용

(1)과 관련된

문자로설명함.

예준이는 동전을 □+8

개가지고있다.

23

(11.6%)

새로운

문자이용

(1)과 관련없는

문자로설명함.

예준이는 동전을 □개

가지고있다.

2

(1.0%)

비교
양과 양을 비

교하여설명함.

예준이는 동전을 하준

이보다 8개 더 가지고

있다.

5

(2.5%)

구체적인

값

미지의 양을

특정한 값으로

표현함.

예준이는 동전을 16개

가지고있다.

38

(19.2%)

(3)

관련된

문자이용

(1)과 (2)에 관

련된 문자로

설명함.

하준이와 예준이가

가진 동전은 모두

□+□+8개이다.

9

(4.5%)

새로운

문자이용

(1)과 (2)에 관

련 없는 문자

로 설명함.

하준이와예준이가가진

동전은모두□개이다.

8

(4.0%)

구체적인

값

미지의 양을

특정한 값으로

표현함.

하준이와예준이가가진

동전은모두24개이다.

41

(20.8%)

* 각 하위 문항에서 ‘오답’과 ‘무응답’에 대한 빈도수 및 백분율

(1): 56(28.4%), 75(38.0%) (2): 57(28.9%), 72(36.5%)

(3): 63(31.9%), 76(38.5%)

[그림 9] 문항 7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분석 결과

[Fig. 9] Results of students’ strategies on Item 7

[그림 8] 구구 전략으로 분류한 예

[Fig. 8] An example of ‘fact-strategy’

(3) 대수식에 대한 이해

대수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평가지Ⅰ의 문항 7

과 평가지Ⅱ의 문항 1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해결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항 7은

미지의 양을 변수로 나타내어 대수식을 표현하는 유형

으로 선행 연구에서 [그림 9]와 같이 학생들의 전략을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미지의 양을 문자를 사

용하여 설명한 경우에 학생들이 대부분 변수를 ‘p’4)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문자 이용’이라는 코드로 분류하였

지만,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의 경우 변수를 표현

할 때 문자보다는 □나 △, ☆ 등을 사용하므로 ‘문자

이용’이라는 코드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를 사

용하여 해결한 경우 선행 연구와 같이 ‘문자 이용’으로

분류하고 학생들의 해결 방법에 대한 예시를 [그림 9]

에서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지의 양을 어떻게 표

현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 7-(2)와 (3)에서의 미

지의 양을 이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관련된’ 문자로 표

현했는지, 이전 문항에서 사용한 문자를 활용하지 않

고 ‘새로운’ 문자로 표현했는지, 구체적인 값으로 나타

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문항 7-(1)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12.6%는 문자를 사용하여 미지의 양을 표현

하였고, 구체적인 값으로 나타낸 학생들은 17.2%였다.

4) 문항 7의 상황은 동전이 penny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상황에서 50원이나 100원과 같이 동전의 종류를

제시하면 동전의 수와 혼동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값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향 상 50원×□개와 같이 곱셈적

인 상황까지도 식에 표현하는 오류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림 9]와 같이 수정하였다.

문항 7-(2)에서는 ‘관련된’ 문자로 표현한 학생들이

11.6%였고, 새로운 문자로 나타낸 학생들은 1.0%였으

며, 구체적인 값으로 나타낸 학생들은 19.2%였다. 문항

7-(3)에서는 ‘관련된’ 문자로 표현한 학생들이 4.5%였

고, 새로운 문자로 나타낸 학생들은 4.0%였으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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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값으로 나타낸 학생들은 20.8%였다. 문항 7-(3)

에서 ‘관련된’ 문자로 나타낸 학생들이 문항 7-(2)에서

보다 적은데, 서로 다른 미지의 양을 합하는 것, 즉 대

수식과 대수식을 합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

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림 10]의 ①과 같이 ‘□+□+8’로 쓰지 않고

‘□□8’이나 □를 길게 표현하여 ‘ 8’로 나타내는 경

우가 있었고, ②와 같이 ‘등호’를 쓰고 그 결과를 쓰려

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8’을 어

떤 수를 알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수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을 때의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문항 7을 평가지Ⅱ에서 문항 1로 수정

하여 제시하였다. 미지의 양을 ‘□’와 ‘□+8’로 제시한

문항 1-(1)의 정답률은 17.2%이고, 미지의 양을 ‘□’와

‘△’로 제시한 문항 1-(2)의 정답률은 24.8%로 모두 문

항 7의 정답률보다 높다. 특히 ‘□+□+8’로 나타내는

것보다 ‘□+△’로 나타내는 문항의 정답률이 더 높다.

이는 미지의 양인 ‘□’과 ‘△’를 합하는 것은 ‘+’ 기호를

사용하여 ‘□+△’로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었으나,

‘□’와 변수와 연산 기호가 모두 사용된 ‘□+8’을 ‘+’ 기

호를 사용하여 ‘□+□+8’로 나타내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1]과 같이 ‘□+□

+8=?’나 ‘□+△=?’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생들은 ‘□+□+8’과 ‘□+△’은 어떤

수를 알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등호를 쓴 후 구

체적인 ‘어떤 수’를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면담

을 통해 알 수 있었다.

①

②

[그림 10] 문항 7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의 예

[Fig. 10] Students’ responses on Item 7

[그림 11] 평가지Ⅱ의 문항 1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의 예

[Fig. 11] Students’ responses on Item 1 in the written

assessment Ⅱ

(4) 일반화된 산술

일반화된 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문항 2-(3)

와 문항 4를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해

결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항 2-(3)은 식의 구

조를 파악하여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으로 해결 방법을

정당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선행 연구에

서는 [그림 12]와 같이 해결 방법을 분류하였다. 등호

기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하여 양변이 동치임을 판단

할 때에, 주어진 수와 연산을 보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으로 해결 방법을 정당화하면 ‘구조적’인 전략으로

분류하고, 양변의 수를 더한 결과를 비교하여 양변이

동치임을 판단하면 ‘계산적’인 전략으로 분류하였으며

등호 기호에 대한 이해 없이 ‘39+121은 121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산오류(동치 인식 못함)’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사용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20.8%가 연산 오류, 즉, 동치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69.5%의 학생들이 구조적이거나 계산적인 방법으로 정

당화를 하였다. 특히 33.5%의 학생들은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림 13]과 같

이 계산한 흔적 없이 양변에 주어진 두 수가 같고 순

서가 거꾸로 되어있다고 설명하며 ‘구조적’ 전략으로

정당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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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전략에 대한 설명
빈도수

(%)

구조적

등식에서덧셈에대한교환법칙의구조를인

식하고계산없이양변이동치임을판단함.
66

(33.5%)
참이다. 121+39는39+121을거꾸로한것이다.

계산적

양변의값이같은지를확인하기위해각각

의합을계산함.
71

(36.0%)
참이다. 39+121=160이고, 121+39=160이다.

연산
오류
(동치
인식
못함)

등호기호에대한잘못된이해를나타내며,

좌변에있는수를더하거나등식에주어진

모든수를더하여판단함.
41

(20.8%)

거짓이다. 39+121은 121이아니다.

이유

불충분

□에알맞은수를썼으나해결방법에대한

설명이없음.

11

(5.5%)

기타

오류
계산실수로인한오답

5

(2.5%)

무응답
문제를해결하기위한어떠한시도도드러

나지않음.

3

(1.5%)

[그림 12] 문항 2-(3)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분석 결과

[Fig. 12] Results of students’ strategies on Item 2-(3)

[그림 13] 문항 2-(3)을 구조적 전략으로 해결한 예

[Fig. 13] An example of ‘structural’ strategy on Item 2-(3)

‘계산적’인 전략으로 정당화를 한 학생들 중 ‘구조적’

인 정당화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하

였다. ‘계산적’인 전략으로 정당화를 한 학생에게 면담

자가 등식의 양변에 주어진 수가 서로 같다는 것을 지

목하였더니 그 학생은 양변에 주어진 수가 같고 서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학생은 주어진 연

산에 따라 계산하여 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려는

경향이 주도적이었으며, 등식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도

록 유도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

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 4는 문항 2-(3)과 관련하여 등식의 구조에서

교환법칙이라는 연산의 기본 성질을 인식하는지와 연

산의 기본 성질을 ‘모든 수’에 대하여 정당화할 수 있

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그림 14]는 문항 4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을 분석한 것이며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해결 전략의 특징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문항 전략 전략에 대한 설명
빈도수

(%)

(1)

구조적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또는 그 관
계에 대하여 말로 풀어서 설명함. 96

(48.7%)23+15와 같다. 숫자가 거꾸로 되
어 있기 때문이다.

계산적
두 식을 각각 계산하여 설명함. 6

(3.0%)23+15=38이고 15+23=38이다.

(2)

일반화

모든 수에 대하여성립함을 설명함.
102

(51.7%)
모든 수에 대하여 덧셈에서 수의
순서가 바뀌어도 덧셈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다른예

다른 두 수의 예를 들어서 덧셈
의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설명함. 20

(10.1%)
예를 들어 1+2=2+1이다.

수의순서

두수의순서를바꾸어도성립한다고
설명함. 9

(4.5%)두 수의 순서가 바뀌어도 덧셈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 각 하위문항에서 ‘오답’과 ‘무응답’에 대한빈도수및백분율

(1): 52(26.3%), 43(21.8%) (2): 50(25.3%), 16(8.1%)

[그림 14] 문항 4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분석 결과

[Fig. 14] Results of students’ strategies on Ite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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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을 계산하지 않고 곧바로 알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을 직접 언급하거나 양변

이 ‘같은 숫자로 되어있다.’고 설명하면 ‘구조적’인 전략

으로 분류하였고, 23+15와 15+23을 각각 계산하여 38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경우는 ‘계산적’인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문항 4-(1)에 대하여 48.7%의 학생들이 구

조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정당화를 하였다. 문항 4-(2)

에서 51.7%의 학생들이 [그림 15]의 ①과 같이 ‘모든

수’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하였고, 10.1%는 ②와 같이

다른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4.5%는 ‘모든 수’에 대하여 성립한

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를 바꾸어서

더해도 같다.’와 같이 설명하였다.

①

②

[그림 15] 문항 4-(2)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의 예

[Fig. 15] Students’ responses on Item 4-(2)

특히 문항 4-(2)에서 학생들이 모든 수에 대하여 일

반화를 하기 보다는 어떤 두 수를 택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예비검사 결과

를 반영하면서 문항이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도 사용

할 수 있을까요?’라고 기술되었기 때문인지를 확인하

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서 정당화한 학생과 <에피소

드 2>와 같이 면담을 하였다.

<에피소드2>문항 4-(2)에서다른두수의예를들어서설명한사례

면담자: 23+15를 계산하니까 38이에요. 그래서 15+23은 계산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았지?

학생 2: 여기와 같이 숫자의 위치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면담자: 그렇지. 그런데 (학생 2)가 여기에 21+22라는 예를

들어줬어요.

학생 2: 네.

면담자: 이 예는 21+22도 22+21처럼 자리를 바꾼 것과 같다는

거잖아. 여기서 21, 22말고, 3, 4를 해도 돼요?

학생 2: 네.

면담자: 왜?

학생 2: …….

면담자: 그러면만약에앞에있는수를□라고하고, 뒤에있는

수를△라고한다면□ +△ = △ +□라고해도돼요?

학생 2: 네.

면담자: 왜?

학생 2: 그것도 도형의 위치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통해 학생 2가 예로 선택한 두 수 ‘21’과

‘22’는 준변수로 ‘모든 수’를 대표하는 ‘어떤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학생 2는 ‘모든 수’에 대하여 덧

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항 2-(3)에서 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때

에 덧셈의 교환법칙을 설명하며 구조적으로 정당화한

경우는 33.5%였지만, 문항 4와 같이 이야기 상황을 제시

하였을 때에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으로 정당화한 경

우가 48.7%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덧

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같이 연산의 기본성질을 이해하

거나 수와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활동에서는 문제에 구체적인 ‘이야기 맥락’을 제시함으

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함수적 사고

함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평가지Ⅰ의 문항 10과 평

가지Ⅱ의 문항 2를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학생

들의 해결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항 10은 함

수적 사고 및 변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수표에

자료를 정리하고 재귀적 패턴을 확인하여 설명하며 공

변 관계와 함수 규칙을 표현하고 적용하는 유형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문항 10-(2), (3),

(4), (5)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류하였다. 문항

10-(2), (3)에서는 ‘사람 수가 2씩 증가한다.’와 같이 한

양의 변화만 설명하면 ‘재귀적’으로 분류하였고, ‘탁자

수가 1개 늘어나면, 사람 수가 2명 늘어난다.’와 같이

두 양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면 ‘공변적’으로 분류하였

다. 또한 문항 10-(3), (4)에서는 탁자의 수와 앉는 사

람 수의 관계를 ‘일상 언어’로 나타내는 것과 변수를

써서 함수 규칙을 ‘대수식’으로 나타내는지를 분류하였

다. 문항 10-(5)는 ‘함수 규칙’을 적용하였는지, 순서쌍

이나 표를 확장시키는 등의 ‘재귀적’인 방법을 사용하

였는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였는지를 분류하였다.

함수표를 완성하는 문항 10-(1)의 정답률은 76.1%이

고, 재귀적으로 패턴을 설명하는 문항 10-(2)의 정답률

은 29.9%였다. 문항 10-(3)은 변화하는 두 양의 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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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략 전략에 대한 설명 빈도수
(%)

(2) 재귀적
재귀적인 패턴으로 설명함. 59

(29.9%)사람 수가 2씩 커지고 있다.

(3)

공변적

탁자 수와 사람 수 사이를 공변적 관
계로 설명함. 90

(45.6%)탁자 수가 1씩 커지면 사람 수가 2씩

커진다.

일상
언어

탁자 수와 사람 수를 관련짓는 대응

규칙을 말로 설명함. 4
(2.0%)탁자 수에 곱하기 2를 하고 2를 더하면

사람 수와 같다.

(4)

일상
언어

탁자수와사람수를관련짓는대응규칙을
문항에있는용어를사용하여설명함.

7
(3.5%)

(탁자 개수)×2+2=(탁자에 앉는 사람 수)

기호
(대수식)

탁자 수와 사람 수를 관련짓는 대응
규칙을 기호로 설명함.

2
(1.0%)

A는탁자수이고B는사람수일때A×2+2=B.

(5) 그리기 탁자를 그린 후 앉는 사람 수를 확인함. 11
(5.5%)

탁자 10개를 그린 후 탁자에 앉은 사
람 수를 세어보니 22명이다.

재귀적

표를 확장시켜 탁자가 10개일 때의
사람 수를 확인함. 42

(21.3%)문항 10-(1)에서 표를 확장시켜 탁자가
10개일때앉는사람수가 22명임을확인

함수
규칙

함수 규칙에 탁자 수를 대입하여 사람

수를 구함. 19
(9.6%)

2×10+2=22(명)

* 각 하위문항에서 ‘오답’과 ‘무응답’에 대한빈도수및백분율

(1): 39(19.7%), 8(4.0%) (2): 31(15.7%), 107(54.3%)

(3): 90(45.6%), 13(6.5%) (4): 124(62.9%), 64(32.4%)

(5): (이유 불충분: 21(10.6%)), 79(40.1%), 25(12.6%)

[그림 16] 문항 10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분석 결과

[Fig. 16] Results of students’ strategies on Item 10

대응 규칙을 말로 설명하는 문항으로 정답률이 47.7%

로 재귀적으로 패턴을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높은 정답

률을 보였다. 이는 문항 10-(3)에서 명확하게 두 양을

밝히고 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문항에 언급된

것을 원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 교과서에

서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활동은 4

학년에서 처음 나오는 것으로, 한 양의 변화를 알아보

는 활동까지만 경험한 3학년 학생들이 변화하는 두 양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3학년

학생들의 함수적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변화하는 두 양을 대응 규칙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

어서, 문항 10-(3)에서 일상 언어로 설명한 학생들이

2.0%였고, 문항 10-(4)에서는 [그림 17]의 ①과 같이

‘(탁자 개수)×2+2=(사람 수)’로 쓴 학생들이 3.5%였으며

변수를 활용하여 ‘□×2+2=△’로 쓴 경우는 1.0%였다.

대응 규칙을 □나 △와 같이 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

기 보다는 ‘(탁자 개수)×2+2=(사람 수)’와 같이 문제에

언급된 단어를 사용하여 식으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

았다. 특히 [그림 17]의 ②와 같이 ‘(탁자 개수)×2+2’나

‘□×2+2’로 ‘두 양’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의 해

결 방법 예시로 제시한 ‘□×2+2=△’보다는 ‘□+□+2=△’

로 쓴 경우가 더 많았는데, 평가지를 실시한 시점이

‘(두 자리 수)×(두 자리 수)’를 학습한 이후였음에도 불

구하고 ‘□×2’와 같이 곱셈적 관계로 나타내기 보다는

‘□+□’와 같이 덧셈적 관계로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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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탁자 수)와 (사람 수)의 관

계를 설명할 때에, (탁자 수)는 1, 2, 3, 4, …로 변화하

고, (사람 수)는 4, 6, 8, 10, …으로 변화하여 그 차가

3, 4, 5, 6, …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 수)는 1+3, 2+4,

3+5, 4+6, …이 되므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어 ‘□+(□

+2)=△’로 썼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2)=△’로 표현한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림을 그

려서 변화하는 두 양의 관계를 파악하기 보다는 표의

순서쌍을 통해 파악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문항

10-(1)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②

[그림 17] 문항 10-(4)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의 예

[Fig. 17] Students’ responses on Item 10-(4)

함수 규칙으로 일반화한 후 특정한 값을 적용하여

해결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문항 10-(5)의 정답률

은 47.2%로 문항10-(2), (3), (4)의 정답률보다 높다.

이는 Blanton 외(2015)에서 개입 집단과 비개입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문항으로 함수 규칙을

활용하지 않고도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확장시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규칙을 적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결과와 같다.

따라서 탁자가 50개일 때 앉는 사람의 수를 구하는 것

으로 독립변수를 먼(far) 값으로 수정하여 함수 규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추가

구성한 문항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보았다.

평가지Ⅱ의 문항 2는 문항 10을 재구성한 것으로

문항 10-(5)에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탁자

의 개수’를 50개로 수정한 것이다. 평가지Ⅱ의 문항

2-(2)의 정답률은 문항 10-(4)의 정답률과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변수를 명확하게 □와 △로 제시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수 규칙을 쓰기 보다는, 재귀

적 패턴을 설명하거나 공변 관계를 일상 언어로 설명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문항 10의 영향으로, 문항

2-(2)에서도 ‘재귀적 패턴’이나 ‘공변 관계’를 설명하거

나 ‘함수 규칙’을 일상 언어나 대수식으로 표현하는 것

중 어느 것이든지 선택하여 쓰면 된다고 판단한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변수 표기 및 대수식에 대한 학습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를 제공하더라도

‘□+□+2=△’나 ‘□×2+2=△’와 같이 대수식을 쓰는 것

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2-(3)의 정답률은 12.6%로 문항 10-(5)의 정답

률보다 낮았는데, 이는 ‘탁자의 개수’가 50개이면 표를

확장시켜 재귀적으로 파악하거나 그리기 전략으로는

‘사람의 수’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으로 비교할 때에, 문항 10-(5)에서는

9.6%의 학생들이 함수 규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였지만 문항 2-(3)에서는 [그림 18]의 ①과 같이 함수

규칙을 사용하여 해결한 학생들이 11.6%로 보다 많다.

이는 (탁자의 수)가 50개일 때에는 함수 규칙을 사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또한 문항 2-(3)에서 학생들이 보인 대표적인 오답

유형으로 [그림 18]의 ②와 같이 ‘앉는 사람 수’가 2씩

늘어나는 재귀적 패턴의 영향으로 (탁자의 수)에 2를

곱하여 (사람 수)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림 18]의 ③과 같이 (탁자의 수)가 10개일 때 (사람

수)가 22명인 것을 구한 후 (탁자의 수)가 50개일 때에

는 (탁자의 수)가 10개일 때의 (사람 수)에 ‘5’를 곱하

여 (사람 수)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위

의 두 오류는 초기 대수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자주

드러나는 학생들의 오류로 ②는 ‘상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③은 비례가 아닌 상황을 비례적인 상황으

로 잘못 판단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그림 18] 평가지Ⅱ의문항2-(3)에대한학생들의반응의예

[Fig. 18] Students’ responses on Item 2-(3) in the

written assessmen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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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수적 사고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3학년 학생들과

Blanton 외(2015)에서의 학생들의 정답률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나타낸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특징

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문항별 정답률의 전반적인 비

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점과 학생들의 해결 전략

에서 나타난 특징을 통해 대수적 사고의 신장을 돕는

지도 방향에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문항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답률이 전

반적으로 개입 집단과 유사하게 높은 점이 고무적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동치, 등식의 구조, 연산의 성질에

대한 일반화, 변수에 대한 이해와 함수적 사고를 알아

보는 문항 전반에 걸쳐 높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현재 교육과정이 이러한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와 연

산 및 규칙성의 영역에서 암묵적이지만 대수적 사고

요소를 다루고 있는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개입 집단보다 월등히 낮거나 비

개입 집단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는 문항도 있었는

데, 그러한 문항의 공통점은 변수를 사용하여 대수식

과 함수 규칙을 표현하는 문항으로 변수 표기에 대한

학습 활동 구성에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수적 사고 요소별 학생들의 해결 전략에서 나타

낸 대수적 사고의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등호 기호의 의미를

아는 것은 등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연산의 성질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

이 아니므로 수학 수업에서 의도적으로 활동을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등호의 명

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등호의 의미를

‘같다’라고 알기 보다는 ‘연산의 결과’나 ‘～이다’와 같

이 식을 읽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항의 유형에 따라 어떤 유형에서는 등식에서 동치를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유형에서는 동치를 인식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 불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김정원 외(2016)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

한 등호 기호를 연산의 과정에서 써야하는 ‘기호’로 인

식하여 ‘7+3=10+4=14’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등호 기호에 대한 이해는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

어지며 등호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갖고 있는 학생들

은 다양한 유형의 대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Matthews et al., 2012). 따라서 등호 기호

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서

덧셈식을 읽는 방법뿐만 아니라 등호 기호의 명칭과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등식이

‘참’이 되도록 ‘□’ 안에 수를 쓰는 유형과 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유형에 대하여 계산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등식의 구조를 분석하기 보다는 계

산하여 양변을 비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했으며,

덧셈이나 뺄셈 등 계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등식을 구조적으로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수학 교과서의 문제 유형이

대부분 주어진 연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등식

에서 양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것

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김정원 외, 2016;

Falkner, Levi, & Carpenter, 1999). 하지만, 산술에 의

존적인 학생들은 대수 학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예, Alibali,

Knuth, Hattikudur, McNeil, & Stephens, 2007)가 있

으므로 교과서에서 등식을 구조적으로 볼 때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거나 연산의

기본 성질을 추론하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학

생들이 식을 구조적으로 관찰하여 해결해보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지의 양을 변수로 나타낼 때, 변수로 나타내

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과 변수

와 연산 기호를 함께 써서 대수식으로 표현하는 활동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지의 양

을 변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는데, 초등학교 3

학년 교과서에서 이미 ‘어떤 수를 ☆로 하여 식을 세우

시오.’와 같은 활동이 제시되어 변수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에서 미지의 양을 변수로 나

타내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지의

양을 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변수 표기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의하는 경험이 충분히 필요하다(Brizuela et

al., 2015).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변수의 의

미와 필요성을 충분히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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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 시에는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제시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미지의 양을 변수로 표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비교하는 말을 사

용하여 자연스럽게 변수와 연산 기호를 함께 쓰는 연

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이 연산의 성질이나 등식의 구조를 파

악할 때 일반화하여 설명해보는 것에 대한 경험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준변수의 의미로 ‘모

든 수’를 대표하는 ‘두 수’를 예로 들어 덧셈에 대한 교

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모든 수’에 대하여 성립한

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일반화하여

설명해보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의 방법이 제한

적이었다. 일반화하기는 대수적 사고에 대한 연구(예,

Kaput, 2008; Kieran, 2004)에서 초등학교 수준에 적절

한 대수적 활동으로 강조하며 대수적 사고 관행에 포

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

과서에서는 표현하기 및 정당화하기, 추론하기 활동은

곳곳에서 반영되어 있지만 ‘일반화’를 요구하는 활동은

드물다. 규칙성 영역에서 주어진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 외에도 수와 연산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연산의 기

본 성질 및 식의 구조를 일반화하여 ‘모든 수’에 대하

여 적용하는지를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함수 규칙을 식으로 표현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표현에 대하여 이해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수식의 표현과 함수적

사고에 대한 문항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불명확한 표현

은 평가지만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면담을 통하

여 이해한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이 변수를 활용하여

함수 규칙을 표현해봄으로써 대수적 표기와 수학적 의

사소통의 효과성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최지영,

방정숙, 2014; Brizuela et al., 2015). 또한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해결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대수적 표현을 이해하려는 교사의 태도가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겪는 대수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대

수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

생들의 전반적인 대수적 사고의 실태와 다양한 해결

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

년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대

수적 사고의 신장을 돕는 학습 활동의 구성에 시사점

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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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lgebraic thinking from early grades, this study investigated an 
overall performanc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algebraic thinking from a total of 197 third grade 
students. The national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um in Korea does not emphasize directly essential 
elements of algebraic thinking but indicates indirectly some of them. This study compared our students’ 
performance related to algebraic thinking with results of Blanton et al. (2015) which reported 
considerable progress of algebraic thinking by emphasizing it through a regular curriculu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Korean students solved many items correctly as compatible to 
Blanton et al. (2015). However, our students tended to use ‘computational’ strategies rather than 
‘structural’ ones in the process of solving items related to equation. When it comes to making algebraic 
expressions, they tended to assign a particular value to the unknown quantity followed by the equal 
sign. This paper is expected to explore the algebraic thinking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of how to promote students’ algebraic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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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이 맞도록 □안에 알맞은 수를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1)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2)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2. 식이 맞으면 ‘참’에 ○표를, 식이 틀리면 ‘거짓’
에 ○표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1)    참 거짓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2)   참 거짓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3)   참 거짓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3.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에서 ‘’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 )

(2) ‘’이 무슨 뜻인지 쓰세요.

4. 다음은 선생님과 연아의 대화입니다.

(1) 연아는 어떻게 “ ”이 몇인지 계산하지
않고 곧바로 알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2) 연아의 방법은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도 사

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5.   입니다.

식이 맞으면 ‘참’에 ○표를, 식이 틀리면 ‘거짓’에
○표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참 거짓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6. 수민이는 아래의 식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산하였더니  이고,   이었습

니다. 수민이는 어떤 수이든지, 어떤 수에서 그

수를 빼면 그 결과가 0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중 수민이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  ② □=△+□+△

③ □□  ④ □× 

7. 하준이와 예준이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동전의

종류는 모두 같습니다. 하준이의 돼지저금통과
예준이의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는
같지만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준이는

손에 동전 8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1) 하준이에게 있는 동전의 개수를 나타내시오.

(2) 예준이에게 있는 동전의 개수를 나타내시오.

(3) 하준이와예준이에게있는동전을모두합한개수를
나타내시오.

8. 민영이가 가진 연필의 개수는 준희가 가진 연
필의 개수의 3배입니다. 준희가 □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다면, 민영이가 가진 연필의 개수를

나타낸 식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 ② □×
③ □ ④ 

9. □안에 알맞은 수를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10. 민서는 친구들을 자신의 생일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보기]와 같이 친구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부록 1> 평가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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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그림①과 같이 정사

각형의 탁자 1개에

는 4명이 앉습니다.

그림①

그림②와 같이 정사

각형의 탁자 2개를

이어서 붙이면 6명

이 앉습니다.
그림②

(1) 민서가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의
탁자를 이어서 붙인다면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탁자 개수(개) 사람 수(명)

1

2

3

4

5

6

(2)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을 설명하세요.

(3) (탁자 개수)와 (탁자에 앉는 사람 수)의 규칙

(관계)을 찾아 설명하세요.

(4) (탁자 개수)와 (탁자에 앉는 사람 수)의 규칙

(관계)을 찾아 식으로 쓰세요.

(5) 민서가 탁자 10개를 이어 붙인다면, 몇 사람

이 앉을 수 있을까요? 해결과정을 쓰고 탁자
에 앉는 사람 수를 구하세요.

1. 하준이와 예준이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동전의
종류는 모두 같습니다. 하준이의 돼지저금통과 예

준이의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는 같
지만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준이는 손에
동전 8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1) 하준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는 □이고,
예준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는 □+8이라면,

하준이와 예준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모두 합한
개수를 나타내시오.

(2) 하준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는 □이고,
예준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는 △라면,
하준이와 예준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모두 합한

개수를 나타내시오.

2. 민서는 친구들을 자신의 생일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보기]와 같이 친구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그림①과 같이 정사

각형의 탁자 1개에

는 4명이 앉습니다.
그림①

그림②와 같이 정사

각형의 탁자 2개를

이어서 붙이면 6명

이 앉습니다.
그림②

(1) 민서가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의 탁자
를 이어서 붙인다면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탁자 개수(개) 사람 수(명)

1

2

3

4

5

6

(2) (탁자 개수)는 □이고,

(탁자에 앉는 사람 수)는 △라면,
□와 △를 이용하여 (탁자 개수)와 (탁자에 앉는
사람 수)의 관계를 식으로 쓰세요.

(3) 민서가 탁자 50개를 이어 붙인다면, 몇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요? 해결과정을 쓰고 탁자에 앉

는 사람 수를 구하세요.

<부록 2> 평가지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