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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1)

안 병 곤(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의 활용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영역에서 사용하고, 이 중에서 도형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실

제 초등 수학 교과서의 모눈종이를 활용한 수업 과정을

보면 모눈종이 사용에 따른 시행착오의 수정이나 보완이

어려워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2017)의 ‘수학 수업용 교구

표준안’에서 제시한 교구 중에서 모눈종이보다 더 효과적

인 모눈종이판 교구의 활용성을 설문 조사 하였다. 조사

는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차시

별 학습주제 중에서 모눈종이와 모눈종이판에서 어느 것

이 더 효과적인지를 교사들에게 조사한 후,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더 효과적인 학습주제의 성취기준을 찾아 분석하

고, 영역별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 주제의 구체적인 활동

과정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2015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결과(교육부, 2016)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

학 학업 성취도는 각각 상위 3위와 상위 2위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초등학교 4학년

은 하위 3위, 중학교 2학년은 하위 3위였고, 흥미도는

초등학교 4학년은 하위 2위, 중학교 2학년은 하위 3위

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높은 수학 학업 성취도에

비하여 매우 낮은 흥미도와 자신감 등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

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의 진행 과정이 결과 중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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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교육부,

2015a)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수학 수업의 방향을 이

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으로 전환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

업 내용의 이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학습 내용에 적합한 교구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2015b)는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학

교 수학 수업을 학생들의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을 실

현하고자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계획을 발표하였

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결과 중심 평가보다는 과정 중

심 평가로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 참여 중심 수

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

고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수학이 기여하는 바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부(2017b)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수학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학 수업용 교구 표준안 개발 연

구’1)를 참고하여, 수학과 수업용 교구의 기준을 정비

하고, 예산을 편성으로 수학 교구를 준비하여 수학 수

업을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의 많은 학교에서는 2017학

년도 2학기 이후부터 수학 수업용 교구를 준비하고,

이러한 교구를 수학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예전보다 더 능동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들의 특성을 살펴

보면 수학은 다른 어떤 교과보다 내용의 형성 체계가

구체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인 상황으로 전개되

1)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2017b)에서 2015 수학

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초·중·고교의 수학 수

업에 필요한 교구를 필수 교구와 권장 교구로 제시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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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상

화나 형식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는

학습부진이라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생

하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학습 내용에

적합한 수학적 교구의 활용이 될 수 있다. 즉, 수학적

교구의 활용은 구체와 추상사이의 간격을 좁혀주고,

학생들에게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에 도움

을 주며 보다 폭넓은 수학적 경험을 제공하여 탐구

능력의 신장과 관계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Piaget의 인지 발달과정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대

부분의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새로운 수학적 개념 학습에서 적절한 수학적 교구의

활용이 많은 도움을 주어 보다 적극적인 교구의 활용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수학적 개념 형성의 지도

과정에서 알맞은 교구를 통한 외적 활동이 내적 개념

의 형성으로 변환해가는 내면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속담에 “I hear and I forget, I see and I

know, I do and I understands”(Spikell, 1993)이 있다.

이것을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의 이해 과정에 적용하

면 교구를 통한 활동 학습이 수학적 개념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조벽(1999)은 학생들이

학습한 이후에 학습 내용이 남아 있는 비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읽기만 한 학습은 10%, 듣기만 한 학습은

26%, 보기만 한 학습은 30%, 보기와 듣기를 통한 학

습은 50%, 보기와 말하기를 통한 학습은 70%, 말하기

와 활동을 통한 학습은 90%정도의 학습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수업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교구

활용에 대한 연구물들은 많이 있다. 그러한 연구물들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구의 활용이 학생들의 수

학적 개념 형성 등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는 인지적

연구(김정하, 2000; 남승인, 2003; 김민경, 2005; 김해

규 외1, 2006; 박만구, 2016; 이경화 외4, 2017)와 학생

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등의 수학적 성향에

도움을 주는 정의적 연구(손숙현, 2002; 남승인, 2003;

류선미 외 1, 2007; 최은주 외 1, 2009; 이경화 외 4,

2017)가 대부분이다.

이경화 외 4(2017)는 학교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이 적극

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교구 활용에

대한 교수학적 원리 등의 연구가 드물고, 두 번째, 교

육과정과 연계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교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정은 수업을 통해 실제로 실행된다(Remillard &

Hcek, 2014)고 볼 때,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은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

의 연구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학적 교구의 활용에

대한 연구물을 수학 교구의 활용법을 소개한 연구와

교구의 활용에 따른 효과를 제시한 연구로 분류하였

다. 이렇게 수학 수업에서 교구 활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 수학에서 모눈종이 활

용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하, 2015

교육과정)의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

하고 있는 모든 차시별 학습 주제를 조사하였다. 이러

한 학습주제 중에서 모눈종이와 모눈종이판의 활용과

비교하여 학습주제에 더 적합한지에 대하여 교사들의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차시별 학습 주제에 대하여 모눈종이판 활

용의 필요성을 Likert의 5단계 척도에 따라 조사하였

다. 여기서 더 효과가 기대되는 학습 주제와 이와 관

련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활동 사례를 제시

하였다. 교과서의 학습주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교육부, 2017a; 교육부, 2018a)

의 주제이고, 5-6학년은 2019학년도의 일반학교 적용

에 앞서 2018학년도에 활용을 중인 현장검토 심의본·

감수본 교과서 4권(교육부, 2018b)에 제시한 학습 주

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구의 활용

2015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a)에서 초등 수

학은 “상급학교 수학 학습의 토대로 자연과학,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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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및 체육 분

야 학습에 기초가 되며, 나아가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 육성에 도움과 기반을 제공한다”고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

을 습득하여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

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수학과 목표를 “여러 가지 생활 현상을 수학

적으로 고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

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합리적 해

결과 태도 기르기”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학습의 흥미

를 경험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학

생 참여형 수업을 제안하고, 수학과의 핵심역량으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 적

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

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으로 교수 학습 방법의 방향에서 교구의 활용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명시하였다.

(가) 수학과의 수업은 학생의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명식 교수, 탐구 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론 학습,

협력 학습,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한다.

⑥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은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용에

적합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컴퓨터 활용 매체와 교구,

계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도구를 이용한다.

(라)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학생에게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이

용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 2015a, pp.36-41)

교구(敎具, teaching aids)의 의미에 대하여 서울대

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교육학 용어사전, 1995)에

는 “교수(敎授)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교수를 용이하게

하고, 교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였다. 또, 남억우 외 4(1987)는 “학습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보다 쉽게 전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

용되는 도구로 교육 목적이나 대상 또는 내용에 따라

서 그 종류나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교육은 교

구를 사용함으로써 학습능률을 높이며, 교구의 발달은

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교구와 교재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성립되는

학습을 매개로 서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엄밀히 말

하면 교재는 교육활동을 성립시키는 직접적인 매개물

인 데 비하여, 교구는 간접적인 매개물로 교재는 교구

를 매개로 하여 학습되는 것과 교구의 매개가 필요하

지 않는 것이 있다(남억우 외 4, 1987, p.121).

교구와 유사한 용어인 교수자료(敎授資料, teaching

materials)는 교사가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

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모형,

사진, TV 등의 교수자료는 수업활동을 위한 소재의

성격을 띠는 데 비하여, 교구는 도구적 성격을 띤다.

전통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

자료는 교과서이며, 점차 모형, 사진 등과 같이 직관

에 호소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사용되어 교수자료의

폭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구의 의미는 효과

적인 수학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소프트웨어 포

함)로 정의하고 사용하기로 한다.

초등 수학에서 교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Bruner(1966), Piaget(1971), Dienes(1960)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Bruner의 EIS(Enactive, Iconic, and

Symbolic)의 표상이론은 학생들의 표상 활동 과정에

서 먼저 Enactive(활동적) 표상에서는 구체물을 통한

활동을 하고, 다음 Iconic(영상적) 표상에서는 그림,

사진, 도표 등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하

며, 마지막 Symbolic(상징적) 표상에서는 수학적 용어

나 기호 등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활동 과정에서 활동적 표상이나 영상적

표상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교구가 되는 것이다.

또, Piaget는 인간의 인지발달 4단계(강완 외, 2002)

를 감각운동기(0세-2세), 전조작기(2세-7세), 구체적

조작기(7세-12세), 형식적 조작기(12세 이후)로 제시하

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기인 6세부터 6년 동안은 대

부분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구체적 교구의 활

용이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Dienes

는 놀이 학습이론을 주장하고 활동학습의 원리에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에 따

라 교구의 물리적인 요소나 수학적 요소를 반영한 교

구의 활용이 수학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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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에서 교구의 역할(남승인, 2003)에 대하여

교구는 “수학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표상하고 상징할

수 있고, 수학적 원리와 법칙을 쉽게 연결하며, 간편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활용에서 얻은 사실을 바탕으

로 수학적 기호나 용어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적절한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 과

정에 효과가 있으며, 구하기가 쉬어야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박만구(2016)에 따르면 좋

은 교구의 조건으로 다음 같이 3가지를 제시하였다.

교구가 잠재적으로 가지는 수학적 속성에 대한 충실

성, 사용자의 인지적 행위의 반영 정도 및 적절한 선

택 가능성, 그리고 수학적 학습의 본질과 대응하는 방

식이 수학적으로 행동하는지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이

와 함께 적절한 교구의 활용은 학습자 스스로가 수학

적 오류의 발견과 자신의 오개념에 대한 교정에 도움

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교구의 활용이 수학 수업에 도움을 주는데

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구 활용에 소극적인 원인(남

승인, 2003)으로 강의식 수업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며,

학생 중심의 활동적 수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새로운

교구의 정보와 교구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부족하여

교사의 과거 학습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구 활

용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전개되는 학습 과정의 모델

을 제시한 Revuz(1971)는 일반적인 수업과정으로 ‘상

황-모델-이론’의 도식을 제시하고, “상황은 현실의 단

편이고,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 모델이며, 상황을 떠나

모델의 구조 자체를 연구할 때 나타나는 것을 이론”

(김응태 외2, 1996)이라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델

은 상황과 이론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상황에서 이론

으로, 이론에서 상황으로 이행하는 학습과정에서 각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에서 전자를 ‘추상화 모델’, 후자를 ‘구체화 모델’이라

하였다. 이때 교구는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과 이론 사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 수학의 차시별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 과정에

대한 연구(안병곤, 2003)를 보면 교사는 차시별 수업

의 흐름에서 교구의 활용을 “전개 과정에서 64.7%, 도

입 과정에서 20.7%, 정리나 평가 과정에서 5.3%로 활

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사는 차시 수업에서 교구는

전개 과정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김남

희(1999a, 1999b)와 나귀수(2002)가 중학생 대상의 수

업 과정에서도 전개와 도입 단계에서 교구 활용이 필

요하다는 의견 약 85%와도 비슷하였다. 이는 초등 수

학에서 교구의 활용과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상황에

서 추상화 과정으로 바뀌는 학습 내용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 과정에 유의 할

점으로 강완 외 1(2002)는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교구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일상생활

에 있는 모델로 추상적인 수학적 내용의 이해에 도움

을 주고 긍정적 효과가 있다. 수학적 개념 자체가 실

세계의 여러 대상에서 추출된 것으로 수학화 과정은

실세계에서 수학적 개념쪽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수학학습의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적 전도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수학 교

구나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에 교사의 교수학적 초점

이 수학적 지식에서 교수학적 고안인 교구나 수학 프

로그램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메타 인지적 이동

(meta-cognition shift)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예컨

대, 분수개념 지도할 때, 퀴즈네어 막대 같은 교구의

사용은 양으로서의 분수로 등분할 분수의 개념만 강

조되어 국소화 현상(localization)이 두드러지게 되어

수학적 개념의 국소화가 폭넓은 수학적 사고를 제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모눈종이와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활용

국립국어원(http://stdweb2.korean.go.kr/)의 표준국

어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눈종이의 의미는

“『수학』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세로줄과 가로

줄을 그린 종이, ≒ 방안지(方眼紙).”로 설명하였고,

수학사전(박을용 외4, 1976)에서 모눈종이는 방안지라

고도 한다. 종이 위에 서로 직교하는 가로, 세로의 평

행선을 같은 간격으로 그어 작은 모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때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통 모눈종이

외에도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 가로 세로의 눈

금을 함수관계의 눈금으로 만든 것도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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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모눈종이, 반로그 모눈종이, 탄젠트 로그 모눈종

이, 사인 로그 모눈종이, 제곱 모눈종이, 확률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박교식(2013)에 의하면 모눈종이는 한자 方眼紙(방

안지)를 번역한 것으로 方은 ‘정사각형’, 眼은 ‘눈, 구

멍’, 紙는 ‘종이’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간격으로 세

로줄과 가로 줄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그려 넣은 종이

가 모눈종이이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 줄과

가로 줄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그리면 여러 개의 정사

각형이 생긴다. 그 정사각형에는 角(각), 즉 ‘모’가 있

고, 또, 하나하나의 정사각형을 구멍 또는 눈으로 생

각할 수 있으므로, 方眼을 ‘모눈’으로, 方眼紙를 ‘모눈

종이’로 번역한 것이다. 모눈종이를 영어로는 section

paper라 하는데, section에는 ‘베어 가르다, 구획하다’

라는 뜻이 있다. 가로, 세로로 구획된 종이이기에

section paper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눈종이는 한 칸의 크기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각각 1밀리미터(1mm)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등 수학에서 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초등 수학 교과서에

서 사용 중인 모눈종이의 한 칸의 크기를 보면, 한 칸

의 크기가 0.5cm 부터 1cm 까지의 정사각형 모눈종

이를 제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처럼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눈종이의 한

칸의 크기와는 다르게 수학 수업용 교구 표준안에서

제시한 모눈종이판2)과 반투명모눈판3)의 크기는 그림

과 같이 한 칸의 크기가 각각 1cm인 정사각형으로 제

시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실

2) 모눈종이판은 A4크기로 가로와 세로 1cm 간격의 점선으

로 그려진 정사각형을 엠보싱 코팅하여 모눈종이판 위에

서 연필이나 색연필, 지우개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수

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게 된 교구로 현재 교과서에서 사용 중인 모눈종이

의 약점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구이다.

3) 반투명모눈판은 A4크기로 가로와 세로가 1cm 간격에 점

선으로 그려진 정사각형을 엠보싱 코팅하여 연필이나 색

연필, 지우개의 사용이 가능해 학습 내용의 수정이나 보

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반투명 교구이다. 이것은 교과

서의 봍임딱지에 있는 반투명종이의 단점을 보완한 교구

로 도형의 이동이나 합동과 대칭의 지도과정에서 변환

전·후의 도형의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등의 성질의 확인

이 가능한 교구이다. 특히, 이 교구는 도형 영역에서 모눈

종이판의 활용은 반투명모눈판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제의 길이나 넒이 구하기의 활동에서도 양감 기르기

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구체적인 그림은 다

음과 같다.

[그림 1] 모눈종이판과 반투명모눈판

[Fig. 1] Grid paper board and semi-transparency grid

board

2015 교육과정의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수와 연산 영역, 도형 영

역, 측정 영역의 3개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각

영역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나 관계 확인,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에서 계산 원리나 계산 과정에서 시각

적인 교구로 활용하고 있다. 도형 영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선, 선분, 반직선 구별하기, 각과 직각 이해,

수직관계와 평행관계 이해,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과 변환과정의 이해, 삼각형과 사각형의

분류활동, 합동과 대칭의 의미 알기,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찾기와 성질 이해,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

이해하기,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 그리기, 쌓

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하고, 입체도형의 모양 추측하기에 활용하고 있

다. 측정 영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평면도형의 둘레

와 넓이 이해하기,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이

해, 넓이 구하기,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

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론하기 등에

서 시각적인 교구로 제시되어 활용하고 있었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수

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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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습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교과서는

1-4학년은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의 학습 주제이고,

5-6학년은 2019학년도 일반학교 적용을 위해 검토 중

인 심의본・감수본 교과서의 학습 주제이다. 여기서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와 ‘탐구 수학 등’과 같은 학

습 주제는 차시별 학습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사용하고 있

는 모든 차시별 학습 주제에서 모눈종이와 모눈종이

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교사들을 대상

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학습

주제는 묶어서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G 교육대학교 2018학년도 ‘초등

수학 영재 교육’ 여름 방학 연수에 참여한 G 광역시

교육청 소속 62명의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 내용이 빠졌거나 교육경력이 3

년 미만인 교사를 제외한 41명의 설문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경력이 3년 미만인 교사를 제외한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가 바뀌어진지 2년 정도가 지

나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이해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3학년 이상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

은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차시별 학

습 주제가 3학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구체

적으로 각 학년 별 참여교사는 3학년은 8명으로 평균

교육경력은 6.0년, 4학년은 8명으로 평균 교육경력은

8.7년, 5학년은 14명으로 평균 교육경력은 7.3년, 6학

년은 11명으로 평균 교육경력은 평균 8.4년이었다.

또,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각 학년 담임교

사로 초등 영재 수학 연수에 참여할 정도로 수학 수

업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로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상의 선정이 처음으로 실시한 모눈종이판의 활용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참여 교

사들이 모두 대도시 지역 교사들로 중소도시나 다른

교과에 더 관심이 있는 교사들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수학 교과

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차시별 학습

주제에 대하여 모눈종이와 모눈종이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차시별 학

습 주제를 Likert의 5단계 척도로 선호도에 대한 설문

지 조사를 하였다. 이 때 같은 유형의 학습 주제는 묶

어서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학습 주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또, 설문 조사하기 전에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눈종이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

수 과정에서 교과서의 모눈종이를 활용한 학습 주제

를 모눈종이판으로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며 모눈종이

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

법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

는 모든 차시별 학습 주제를 조사한다.

나. 조사한 모든 학습 주제를 대상으로 모눈종이와

모눈종이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Likert의

5단계로 조사한다.

다. 선호도가 높은 학습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구체적인 활동 과정을 제

시한다.

Ⅳ. 연구의 결과 및 분석

1. 전체적인 경향 분석

2015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단원은

모두 14개(수와 연산 영역은 4개, 도형 영역 9개, 측

정 영역 1개)였고, 차시별 학습 주제는 모두 45개(수

와 연산 영역은 11개, 도형 영역은 30개, 측정 영역은

4개)였으며, 수업시간은 모두 55시간(수와 연산 영역

16시간, 도형 영역 32시간, 측정 영역 7시간)동안에 활

용하고 있었다.

모눈종이판의 활용에 참여한 교사들의 모눈종이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학년 교사는 모눈종이판의 활용(4.83)이 모눈종이 활

용(3.50)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생각하였고, 4학년 교

사는 모눈종이판 활용(4.80)이 모눈종이 활용(3.60)보

다는 훨씬 높았다. 또, 5학년 교사는 모눈종이판 활용

(4.48)이 모눈종이 활용(2.8)보다는 훨씬 높았으며, 6학

년 교사는 모눈종이판 활용(4.54)이 모눈종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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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보다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면 각 학년별 교사들은 모눈종

이 활용도 효과적이었지만 모눈종이판의 활용의 필요

성에 대한 의견이 매우 높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

다.

2. 모눈종이판 활용의 영역별 설문 결과의 분석

가. 수와 연산 영역의 설문 결과 분석

초등 수학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모눈종이를 활용

하고 있는 단원은 4개였고, 모두 16시간 동안에 11개

의 차시별 학습 주제에 대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

적인 단원명(수업시간)과 차시별 학습 주제(시간)에

대한 모눈종이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단원명

(시간)
차시별 학습 주제(시간) 필요성

4-2-3.소수

의 덧셈과

뺄셈(8)

소수 두 자리 수를 알아보기

(1)
3.2

소수 세 자리 수를 알아보기

(1)
2.8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

기(1)
3.4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보기(1) 4.0

소수 한 자리 수의 덧셈과 뺄

셈(2)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

과 뺄셈(2)

3.2

5-2-2.분수

의 곱셈(5)

(분수)×(자연수)를 알아보기

(2) (진분수)×(진분수)를 알

아보기(2)

(분수)×(분수)를 알아보기(1)

4.1

5-2-4.소수

의 곱셈(1)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

알아보기(1)
3.6

6-1-1.분수

의 나눗셈

(2)

(분수)÷(자연수)구해보기(2) 3.7

[표 1] 수와 연산 영역의 설문 결과 분석표

[Table 1] An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of number

and calculation area

[표 1]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모눈종이판 활용

의 필요성이 4.0 이상인 주요 학습 주제는 소수의 크

기 비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학습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6수01-09] 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

을 할 수 있다.

[6수01-11]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

산을 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교육과정, p.22)

즉,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성취기준은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계산

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된 단원은 ‘5-2-2.분수의 곱셈’이고, 학습 주제는 ‘(분

수)×(분수) 알아보기’이다. 이 학습 주제의 학습 내용

수업에서 모눈종이판 활용의 구체적인 활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


의 계산 과정에 대한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2] 

×


곱셈 그림

[Fig. 1] 

×


multiplication picture




×


계산의 활용 과정은 ① 모눈종이판에 그림

처럼 가로 3칸, 세로 4칸에 직사각형을 그린 후, 가로

의 

만큼 빗금 표시를 한다. ② 


×


은 

의 

이

므로 

를 세로로 4등분하여 


만큼을 빗금 표시 한

다. ③ 빗금 표시 결과를 보면 모두 20칸 중에서 6칸

으로 

×


=×
×

으로 분수의 곱셈 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인 교구로 활용 할 수 있다.

나. 도형 영역(3-4학년군)의 설문결과 분석(1)4)

4) 도형영역은 모눈종이판의 활용에 대한 학습 주제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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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의 도형 영역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단원은 5개이고, 수업시간은 17시간으로 17개의

차시별 학습 주제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단

원명(수업시간)과 차시별 학습 주제에 대한 모눈종이

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단원명

(시간)
차시별 학습 주제(시간)

활용

성

3-1-2.평

면도형(2)

직사각형 알아보기(1)

정사각형 알아보기(1)
4.2

3-2-3.원

(2)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 그려보기

(1)

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 그

려보기(1)

3.8

4-1-4.평

면도형의

이동(4)

평면도형을 밀어보기(1)

평면도형을 뒤집어보기(1)

평면도형을 돌려보기(1)

평면도형을 뒤집고 돌려보기(1)

4.8

4-2-2.삼

각형(3)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알아보기(1)

정삼각형의 성질 알아보기(1)
4.4

삼각형을 분류해 보기(1) 3.8

4-2-4.사

각형(6)

수직을 알고 수선을 그어보기(1) 3.7

평행선 사이의 거리 알아보기(1) 4.1

사다리꼴 알아보기(1)

평행사변형 알아보기(1)

마름모 알아보기(1)

여러 가지 사각형 알아보기(1)

4.2

[표 2-1] 도형 영역(3-4학년군)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표

[Table 2-1] An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of the

figure area (grades 3-4)

[표 2-1]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모눈종이판 활

용의 필요성이 4.0 이상인 학습 주제는 직사각형과 정

사각형 알아보기, 평면도형을 밀어보기와 뒤집어보기,

돌려보기, 뒤집고 돌려보기와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

형의 성질 알아보기, 평행선 사이 거리 알아보기, 여

러 가지 사각형 알아보기였다. 이러한 학습 주제와 관

련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서 3-4학년군과 5-6학년군으로 분리하여 제시함.

[4수02-04]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한다.

[4수02-08]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에 대한 분류활동을

통하여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이해한다.

[4수02-10]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활동을

통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교육부, 2015 교육과정, p.17)

즉,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성취기준은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

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된 ‘4-1-4.평면도형

의 이동’ 단원의 학습 주제 중에서 ‘평면도형을 뒤집

어보기’의 모눈종이판의 구체적인 활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평면도형 뒤집어 보기

[Fig. 3] Plane figure flip

먼저, ① 모눈종이판 위에 삼각형ㄱㄴㄷ을 그린다.

② ①을 대칭축에 뒤집기 한 삼각형ㄹㅁㅂ을 그린다.

이때 변환된 삼각형ㄹㅁㅂ과 삼각형ㄱㄴㄷ은 같은 평

면에 그려야 한다. ③ 삼각형ㄹㅁㅂ이 삼각형ㄱㄴㄷ과

합동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투명모눈판 위에 삼각형

ㄱㄴㄷ을 그려서 반투명모눈판을 뒤집어서 삼각형ㄹ

ㅁㅂ에 겹쳐서 합동인지 확인한다.

다. 도형 영역(5-6학년군)의 설문결과 분석(2)

초등 수학의 도형 영역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단원은 4개 단원이고, 모두 15시간 동안에 13개

의 차시별 학습 주제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21

단원명(수업시간)과 차시별 학습 주제(시간)와 모눈종

이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원명

(시간)
차시별 학습 주제(시간)

활용

성

5-2-3.합

동과 대칭

(6)

도형의 합동에 대해 알아보기(1) 4.6

합동인 도형의 성질 알아보기(1) 4.6

선대칭도형과 그 성질 알아보기(2)

점대칭도형과 그 성질 알아보기(2)
4.8

5-2-5.직

육면체(3)

직육면체의 겨냥도 알아보기(1)

정육면체의 전개도 알아보기(1)

직육면체의 전개도 알아보기(1)

4.6

6-1-2.각

기둥과 각

뿔(5)

각기둥의 전개도 그려보기(1) 4.3

6-2-3.공

간과 입체

(4)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으로 전체 모양 알아보기(1)
3.9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전체

모양 알아보기(1)
4.1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적는 방법

으로 전체 모양 알아보기(1)
4.2

층별로 나타낸 그림으로 전체 모양

알아보기(1)
4.1

[표 2-2] 도형 영역(5-6학년군)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표

[Table 2-2] An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of the

figure area (grades 5-6)

[표 2-2]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모눈종이판 활

용의 필요성이 4.0이상인 학습 주제는 도형의 합동과

대칭,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 알아보기, 점대칭 도형

과 성질 알아보기, 직육면체의 겨냥도와 전개도 알아

보기, 정육면체 전개도 알아보기, 각기둥의 전개도 그

려보기, 공간과 입체였다. 이러한 학습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6수02-01]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통하여 도형의 합동의 의

미를 알고, 합동인 도형을 찾을 수 있다.

[6수02-02]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각각 찾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6수02-03]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6수02-05]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

릴 수 있다.　

[6수02-07]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6수02-11]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표현을 보고 입체도형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교육과정, p.23)

즉,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성취기준은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을 이

해하고 그리기 등으로 이와 관련된 ‘5-2-3.합동과 대

칭’ 단원의 학습 주제 중에서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

알아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 알아보기

[Fig. 4] Learn the line symmetry shapes and their

properties.

먼저,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①

선대칭 도형을 만들기 위해 도형ㄱㄴㄷㄹㅁ을 그린다.

② ①의 도형이 대칭축ㅂㅅ에 대칭이 되도록 도형ㅁ

ㅊㅈㅇㄱ을 그린다. ③ ②번 도형이 선대칭 도형인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투명모눈판에 도형ㄱㄴㄷㄹㅁ

을 그린다. ④ ③의 반투명모눈판에 그린 도형을 뒤집

어서 ②번 도형에 겹쳐본다. 이 과정에서 선대칭 도형

의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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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 영역의 설문 결과 분석

초등 수학의 측정 영역에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단원은 1개 단원으로 모두 7시간 동안에 4개의

차시별 주제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단원명

(수업시간)과 차시별 학습 주제(시간)와 모눈종이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원명

(시간)
차시별 학습 주제(시간)

활용

성

5-1-6.

다 각형의

둘레와 넓

이(7)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2) 삼

각형의 넓이 구하기(2)

마름모의 넓이 구하기(1)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2)

4.0

[표 3] 측정 영역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표

[Table 3] An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of the

measure area(grades 5-6)

[표 3]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모눈종이판 활용의

필요성이 4.0 이상인 학습 주제는 평행사변형과 삼각

형 그리고 마름모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였다. 이

러한 학습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6수03-06]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론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교육과정, p.25)

즉,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효과

적인 성취기준은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

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론하고 구하

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5-1-6.다각형의 넓이’ 단원

의 학습 주제 중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기

[Fig. 5] Obtaining the parallelogram area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① 모

눈종이판에 모두 밑변과 높이가 같고 모양이 다른 밑

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몇 개의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 ② 각 평행사변형의 모눈 칸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과정에서 쪼개진 넓이는 서로 같은 크기를 비교하

여 계산한다. ③ ②에서 구한 평행사변형별로 모눈 칸

의 개수로 서로의 넓이를 비교하여 넓이 구하는 방법

을 추론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교육부에서는 수학 수업에 학생들의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을 실현하고자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계

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수학교육의 가치 등이 전

반적으로 향상되고,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수학이

기여하는 바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학

교 수학 수업에서 학생 중심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학 수업용 교구 표준안 개발

연구’를 참고하여, 수학과 수업용 교구의 기준 정비와

예산 편성, 그리고 수학 교구를 준비하여 수학 수업의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 중

인 모눈종이를 대신 할 수 있는 교구로 모눈종이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초등 수학 교

과서에서 사용 중인 모눈종이는 일회성으로 수업과정

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따른 수정과 보완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구가 모눈종이판이

라 할 수 있다. 실제 모눈종이를 활용하고 있는 교사

들의 설문지 조사결과,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학습 주

제에 따라서는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의 활용 영역을 보

면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영역의 3개 영역에서 활용

되고 있고, 도형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모눈종이를 활

용하고 있는 단원은 모두 14개(수와 연산 영역은 4개,

도형 영역 9개, 측정 영역 1개)였고, 차시별 학습 주제

는 모두 55개(수와 연산 영역은 11개, 도형 영역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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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측정 영역은 4개)였으며, 수업시간은 모두 55시간

(수와 연산 영역 16시간, 도형 영역 32시간, 측정 영

역 7시간)에 걸쳐서 활용하고 있었다.

초등 수학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차시별 학습 주제를 구성하기 때

문에 학습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의 이해는 매우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모눈종이 활용에 대

한 조사에서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모눈종이판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모눈종이 활용과 관련된 성취기

준으로 수와 연산 영역의 성취기준은 소수 두 자리

수 이내에서 소수 사이의 관계나 크기 비교, 덧셈과

뺄셈 지도에서 활용하고 있고, 도형 영역의 성취기준

을 보면 여러 도형들의 의미 알기와 평면도형의 이동,

합동, 선대칭, 점대칭 도형과 성질 알아보기, 직육면체

의 전개도 알아보기,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의 입면도,

평면도, 측면도 알아보기에 활용하고 있었다. 측정영

역의 성취기준을 보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구하기

였다. 이러한 성취기준을 반영한 교과서의 학습주제

중에서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주제에 대한 활용 사례

는 다음과 같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분수의 곱셈에

대한 활용 방안, 도형 영역에서는 도형의 이동에서 뒤

집기의 활용 사례와 도형의 선대칭과 점대칭에서 선

대칭에서 활용 사례, 측정 영역에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제시하였

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눈종이판 활용에 대한 연구

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초등 수학에서 교구들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교구들은 패턴블럭, 퀴즈

네어 막대, 탱그램, 칠교판 등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모눈종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가 매우 어

려워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

중인 모눈종이와 관련된 학습 주제에서 모눈종이판의

활용성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연구를 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취도 변화, 성별 차이, 태

도 변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초등 수학 수업에서 모눈종이판과 같은 교구

의 준비와 활용 과정에서 수학 실험실과 같은 환경

구축에 따른 연구도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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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Use of Grid Paper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5)

Ahn, Byoung G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 bgahn@gnue.ac.kr

The use of grid paper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s used in numbers and calculations, figures 
and measurement areas. Among them, it is used most in the figure area. In spite of this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i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vise or supplement the trial and error that often 
occurs in the course of the course, as the process of using the textbook paper in the actual class. 

The use of grid paper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s used in numbers and calculations, figures 
and measurement areas. Among them, it is used most in the figure area. In spite of this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i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vise or supplement the trial and error that often 
occurs in the course of the course, as the process of using the textbook paper in the actual class.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usability of grid paper boards which can be used more effectively than the 
grid paper among the teaching aids presente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ids standards for math class' 
of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2017).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use of grid paper and grid paper board for teachers who 
actually use grid paper in elementary mathematics. As a result, we found out the achievement criteria of 
grid paper board utilization and investigated the study subject which is effective to use grid paper board. 
In particular, we have identified specific learning topics that are effective in each area and presented 
specific activities.

* ZDM Classification : U62

* MSC2000 Mathematics subjects Classification : 97U60

* Key Words : Elementary Mathematics, Mathematics

textbooks, Achievement Standards), Grid Paper, Grid

paper Board, Semi-Transparen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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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모눈종이판 활용에 대한 설문지

1. 현재 지도하고 있는 학년은?
※2-4번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 표시

2. 모눈종이보다 모눈종이판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 같다.

3. 아래 단원들의 수업과정에 어려움은 있는지?

4. 각 단원의 차시별 주제에서 모눈종이판의 활용의 필요성은?

단원명(수업시간) / 차시별 학습주제

3-1-2.평면도형(2) 활용성

∙직사각형을 알아볼까요 ∙정사각형을 알아볼까요 5 4 3 2 1

3-2-3.원(2)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을 그려볼까∙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 볼까 5 4 3 2 1

4-1-4.평면도형의 이동(4)

∙평면도형을 밀어 볼까요 ∙평면도형을 뒤집어 볼까요 ∙평면도형을 돌려 볼까요 5 4 3 2 1

4-2-2.삼각형(3)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5 4 3 2 1

∙삼각형을 분류해 볼까요(2) 5 4 3 2 1

4-2-3.소수의 덧셈과 뺄셈(6)

∙소수 두 자리 수를 알아볼까요 ∙소수 세 자리 수를 알아볼까요 5 4 3 2 1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5 4 3 2 1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5 4 3 2 1

∙소수 한 자리 수와 두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 볼까요 5 4 3 2 1

4-2-4.사각형(6)

∙수직을 알고 수선을 그어 볼까요 5 4 3 2 1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까요 5 4 3 2 1

∙사다리꼴을 알아볼까요 ∙평행사변형을 알아볼까요∙마름모를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사각형을 알아볼까요 5 4 3 2 1

5-1-6.다각형의 둘레와 넓이(4)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마름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5 4 3 2 1

5-2-2.분수의 곱셈(2)

∙(분수)×(자연수)를 알아볼까요 ∙(진분수×(진분수)를 알아볼까요
∙(분수)×(분수)를 알아볼까요 5 4 3 2 1

5-2-3.합동과 대칭(4)

∙도형의 합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5 4 3 2 1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5 4 3 2 1

∙선대칭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5 4 3 2 1

∙점대칭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5 4 3 2 1

5-2-4.소수의 곱셈(1)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을 알아볼까요 5 4 3 2 1

5-2-5.직육면체(3)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알아볼까요∙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볼까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볼까요 5 4 3 2 1

6-1-1.분수의 나눗셈(1)

∙(분수)÷(자연수) 구해 볼까요(1) 5 4 3 2 1

6-1-2.각기둥과 각뿔(1)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 볼까요 5 4 3 2 1

6-2-3.공간과 입체(4)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으로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5 4 3 2 1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5 4 3 2 1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적는 방법으로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5 4 3 2 1

∙층별로 나타낸 그림으로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5 4 3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