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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영역에서 초․중학교간 유사 학습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1)

서 보 억 (충남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사하게 다루

는 기하 학습내용을 추출하고, 이 학습내용이 각 학교급

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분석

을 위한 도구는 Merrill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한다. 먼저

학습한 결과를 ‘수행수준’, ‘내용유형’으로 분류하고, 교과

서 내용 제시 방법을 ‘교수요소’, ‘제시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유사한 학습내용으로 9개의

성취기준을 추출하고, 추출한 학습내용은 분석도구를 통

해 탐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초․중학교에서 유사

하게 다루는 기하 학습내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함으로서

초․중학교 사이의 일관성 유무 및 구체적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수학포기자로 불리는 수학학습의 어려

움이라는 교육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는 2019년, 중학교 2020

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다. 그런데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는 국정교

과서로 출발하지만, 교육과정 시행 중간에 다시 검인

정교과서로 재집필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교육부

행정예고문, 2019.7.30.). 중학교의 경우도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자유발행체제를 2022년 이후부터 실시할 계

획을 수립중이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원인 중의 하

나는 초․중학교에서 수학학습의 어려움이다. 그런데,

초․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학습 수

준의 차이와 발달 단계의 차이로 인해 혹은 일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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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습 내용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인해, 초

등학교에서 학습하는 학습내용을 중학교에서 거의 유

사하게 반복하여 다루거나 접근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게 다루는 학습내용이 다소 존재한다

(서보억, 2019).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초등학교 6학

년과 중학교 1학년은 얼마만큼의 수준의 차가 존재할

까?,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의 차보

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의 차가 훨

씬 더 클까?’ 등이다. 게다가 박경미 외(2014; 2015)를

보면, 학교급을 달리하면서 중복하여 다루는 내용요소

의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부족으로 일부 학

습내용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축소의 대상이 되거

나 학교급의 상향 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루던 분수

와 소수의 혼합 사칙계산, 정비례와 반비례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학습

하는 내용이 중학교에서 학습할 때는 필요한 선행지

식이지만, 초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루는

학습내용도 상당하다. 수학 학습내용은 각 학교급의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의해

서 접근 방법이나 다루는 방식의 차이점이 일부 발생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분수의

사용은 대분수 중심으로 계산 결과를 도출하지만, 중

학교 1학년이 되면, 

이라는 가분수 중심으로 계산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학생들의 혼란이 있다(한국교

육과정평가원, 2019). 또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각 양을 ○,

□, △, ☆ 등과 같은 그림 기호만 사용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 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꼭짓점을 표현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ㄱ, ㄴ, ㄷ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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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A, B, C ⋯ ’로 바

뀐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학포기자 문제가 사회적 이

슈가 되자 이와 관련된 연구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 김태은 외(2017)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수학 공부가 어려워진 시점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응

답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설문을 제시하였

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수학학

습의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2019)은 전국 중학생 9,344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중에서 수학이 어렵다고 처음 느낀

학년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학생의 33.7%가 중학교 1

학년을 지목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설문

결과에 대해 초․중학교 학교급 사이에 내용의 완만

한 수준 상승이 필요한데, 초․중학교 사이의 추상화,

일반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내용 자체가 어려워졌

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하지

만 이러한 초․중학교 교과 내용에 대한 급격한 변화

의 실체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

구를 보면,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수학학습 어려움

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격차(discrepancy)’라는 것이다.

실제로 McHolland(1971)와 Shoff(1984)는 학생 개인

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사이의 ‘격

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이 중학교에서 기대하는 수학학습과 실제 수학학습

사이의 격차가 어려움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격차’를

고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초․중학교에서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중복적으로

다루는 학습내용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이

다. 따라서 초․중학교에서 서로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다루는 수학 학습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수학 학습내용의 구체적인 격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초․중학교 학습내용

중에서 서로 유사한 학습내용이 가장 많은 기하 영역

에 대한 분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기하 영

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서로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서로 다른 두 학교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수학학습에 대해 진행

된 연구는 윤흥분(1999)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성

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김정하(2011)의 ‘초등학

생과 중학생들의 수학적 정당화에 대한 인식과 단계

에 관한 실태 연구’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게다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일

관성을 강조하면서 수학의 내적 연결을 강조하고 있

다. 여기서 일관성은 서로 다른 학교급 및 서로 다른

학년의 수학 지식, 기능, 경험 사이의 관계 찾기, 관련

짓기, 연결하기, 통합하기, 재구성하기 등을 강조한 것

인데(박경미 외, 2014; 2015),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초․중학교 학교급에서 공통적으

로 다루는 학습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초․

중학교에서 유사하게 다루는 기하 영역 학습내용을

추출하고, 이 학습내용들이 각 학교급에서 어떻게 지

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내용은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

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학습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

는 내용은 서로 일관성이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과 교육과정과 나선형 교육과정

Bruner가 주축이 되어 교육의 현장에서 지식의 구

조를 강조하는 교육은 학교 현장에 정착되었다(우정

호, 2006). 수학교과는 전통적으로 내용의 계통을 중요

시 하는 경향으로 인해 구조 중심의 교육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박한식, 1991). 우리

나라의 경우 1973년에 공표한 3차 수학과 교육과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과정(Process of Education)’은 구조 중심

교육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배경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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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uner, 1960). 이 ‘교육의 과정’에서 Bruner는 수

학에서 Woods hole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에 대

한 설명과 교과 교육을 위한 구조가 가지는 의의와

목표를 제시하면서 Scott의 주장을 인용하여 ‘어떤 교

과든지 지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

면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Piaget의 준비성(readiness)과 대비되는 조기준비성으

로 EIS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준비

성으로 인해 표현(Representation)양식은 서로 다르지

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곧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적인 원리나 개념

을 점차적으로 확장하여 지적인 성숙을 이룩할 수 있

도록 구성한 교육과정의 구현을 뜻하는 것으로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

로 같은 내용을 심화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는 나선형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이라

고 부른다.

2. 일관성과 학습의 결과(learning outcomes)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사하게 혹은 공통적으로

다루는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한 결과 즉, 학생에게 기

대하는 학습된 능력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내용을 초․중학교에서

동시에 다룬다면 학생이 기대하는 학습의 결과도 서

로 일관성이 있고, 서로 유사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습의 결과에 관심을 가진 학자는 문제해결과 수

학적 기능에 관심을 가진 Gagné였다. Gagné에 따르

면 학습의 결과(learning outcomes)는 학습자의 서로

다른 특성과 구조 그리고 학습자에 따른 다른 조건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변인을 제시하였다. Gagné는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즉, 학생에게

학습된 능력(types of human capabilities)의 유형이면

서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 5가지를 제시하였다(Gagné,

1965). 첫째, 지적기능은 학습자의 상징적 기호의 사용

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적 능력으로, 초등학교에서 학

습하는 사칙계산에서 상징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

과 관련이 있고, 둘째, 인지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수학적 내용을 기억하거나 사고하는 기능을

학습하게 되는데, 학습자는 사고하는 방법, 문제의 분

석방법, 문제해결의 접근방법 등과 같이 학습자 자신

의 내적 정보처리 과정을 통제하는 기능들과 관련이

있고, 셋째, 언어정보는 학습자가 언어적 표현, 문장,

그림 등을 통하여 하나의 사실이나 일련의 상황을 기

술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정보능력과 관련되고, 넷째,

운동기능은 학습자가 일련의 조직된 운동행위를 위한

동작수행과 관련되며, 다섯째, 태도는 학습자가 개인

적인 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신적인 상

태의 학습과 관련이 된다(Gagné & Briggs, 1974).

그런데, 이러한 Gagné에 분류에 대해 Merrill과

Boutwell(1973)은 이것만으로 학습결과 및 학습된 능

력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Merrill과 그의 동료들은 Gagné의 일차원적 분류를

발전시켜 ‘수행수준’,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차원

적 분류를 개발하였다(Merrill & Boutwell, 1973;

Merrill & Wood, 1974; Merrill, Richards, Schmidt &

Woo, 1977). Merrill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이러한

분류는 ‘교수 질 프로필(Instructional Quality Profile,

이하 IQP)’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도

구로 정착되었다. IQP는 교육과학화를 위해 미국 교

육부와 산학협동체의 10여 년 간의 연구결과로 탄생

한 것으로 양질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IQP는 교육

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교육목표(수학교과에서의 성

취기준), 교수(수학교과서), 평가의 삼각관계에서 각각

의 구성 요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실행되

는지 평가하는 교육공학적 도구이므로, 본 연구의 수

행에 필요한 초․중학교 유사 학습내용의 일관성 및

학습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가. 일관성 분석

IQP는 성취기준, 수학교과서, 평가 사이의 삼각관

계 모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성취기준’과 ‘수학교과서’ 두

요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Suh, Lee & Han(2017)는

IQP를 발전시켜 수학교과에서의 IQP인 MIQP를 제안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MIQP는 구성요소(성취기준과

수학교과서)들 사이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

가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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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고 있는 수학과 교과서의 구체적인 약점을 진

단할 수 있고 둘째, 수학교과서의 약점을 보완하고 어

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셋째,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수학과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이상적인

상황은 명문화된 수학과의 교육목적인 성취기준이 수

학교과서의 지침이 되어 구현되는 것이다(Merrill 외,

1997). 교육목표인 성취기준, 수학교과서에 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IQP를 통해 수학과의 성취기준

과 수학교과서 사이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 실행 연구로 최화숙(2008)은 중학교 교

과서와 목표 사이의 일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고, 송정선(2009)은 IQP를 이용하여 교과서의 학습내

용 제시형태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백성

혜, 김승화, 홍성일, 양일호, 이재천(1994)은 CDT이론

에 의한 과학내용제시의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에 제시된 초등학교 기하 영역의 성취기준과 초등학

교 수학교과서 사이의 일관성을 MIQP를 통해 분석하

고, 동시에 이와 유사한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는 중학

교 기하 영역의 성취기준과 중학교 수학교과서 사이

의 일관성을 MIQP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서 초․중학교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행-내용분류, 내용제시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 사용한 IQP의 핵심은 수행수준과 내

용유형 그리고 교과서에서의 내용제시유형이다. 이들

은 초․중학교 기하 영역의 학습내용을 IQP를 통해

분석하여 일관성을 고찰하고, 서로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먼저, 수행수준은 ‘학생이 어떤 수준에서 학습한 내

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학

습결과로 학습자가 획득한 능력에 대한 행동 수준이

다(Suh, Lee & Han, 2017). 이러한 수행수준은 ‘기억,

활용, 발견’으로 세분화된다(Merrill & Boutwell, 1973;

Merrill & Wood, 1974). 첫째, 기억(remember)은 이

미 저장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다. 기억은 사례기억

(remember of examples), 일반성기억(remember odf

generalities)으로 나눈다(Merrill, Reigeluth & Faust,

1979). 여기서 일반성이란 개념, 정의, 절차, 원리를 추

상적으로 진술한 것을 의미하고, 사례는 개념, 정의,

절차, 원리의 구체적인 예를 일컫고 구체적 상황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례기억은 초등학교 ‘2수02-01’

에서 구의 이름 명명하기, 중학교 ‘[9수05-04]’에서 경

우의 수의 개념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구’

라고 할 때, 공 모양의 구체적인 사례를 재생하고, 경

우의 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

을 던지는 구체적 사례를 재생하기 때문이다(이봉주,

한인기, 서보억, 2018a). 또한, 일반성기억은 초등학교

‘[4수03-14]’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특수한 삼각형이나 사각

형의 모양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서 내각의 크

기의 합이 ° 혹은 °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재

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활용은 이미 학습한 일반화된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일반화 원리는 수

업에서 제시된 내용이며, 새로운 상황은 한 번도 제시

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9수

04-04]’에서 합동 조건의 이해하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세 가지 합동 조건 그 자체에 집중하기 보

다는 합동 조건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여 학습된 능력을 사용

하기 때문이다. 셋째, 발견은 고차원적 수행수준으로

새로운 수학의 독자적으로 창조하는 활동이다.

다음으로, 내용유형은 ‘수학적 대상이 어떠한 속성

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수학학

습내용 그 자체의 유형을 의미하고,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세분화된다(Merrill & Boutwell, 1973). 첫째,

사실(fact)은 임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조각

으로, 예를 들면  라는 함수기호,  라는 집합기

호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개념(concept)은 공통된 속

성과 특성을 가진 대상, 사물, 기호의 공유된 것으로,

예를 들면 함수의 의미, 공집합의 의미, 도함수의 의

미 등은 개념이다. 셋째, 절차(procedure)는 어떤 수학

적 목적에 도달하거나 특정 문제를 풀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를 순서화한 것으로, 예를 들면, 근의

공식에 따라 해를 구하는 과정,    를

   로 변형하는 과정은 절차이다. 넷째,

원리(principle)는 수학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 개념들 사이의 인과관계, 상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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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다(Suh, Lee & Han, 2017). 그런데, 사실은 일

반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례만 존재하는 반면, 개

념의 일반성은 정의로, 절차의 일반성은 절차 기술로,

원리의 일반성은 일반법칙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념,

절차, 원리는 특수한 사례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

다. 따라서 Merrill & Boutwell(1973)에 따르면, 이러

한 수학 학습결과를 이차원적으로 분류하면 [그림 1]

과 같다.

수행수준
일반성활용
일반성기억
사례기억

사실 개념 절차 원리
내용유형

[그림 1] 수행-내용 분류표

[Fig. 1] Combination of task level and content type

마지막으로, 내용제시유형은 수학교과서에 성취기

준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와 관련된다(Merrill &

Wood, 1974). Merrill과 Boutwell(1973)은 교과서에서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유형을 교수요소인 ‘일반성, 사

례’와 제시유형인 ‘설명식, 질문식’으로 구분하여 이차

원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여기서 일반성은 개념, 절차,

원리의 일반적 진술이고, 사례는 개념, 절차, 원리의

특정한 예를 의미하고, 설명식은 진술, 해설을 의미하

며, 질문식은 학습 내용이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는 발

문식 혹은 예제 형식의 내용 제시이다(Merrill, 1983).

Merrill과 Bouwell(1973)이 분류한 교수의 기본 제시

형인 일반성설명, 일반성질문, 사례설명, 사례질문의 4

가지 유형으로 이차원적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차원

은 교수요소로 ‘사실’은 ‘사례’로 나타날 수 있고, ‘개

념, 절차, 원리’는 ‘일반성과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제시유형으로 학습내용은 일반성이냐

사례냐에 관계없이 학습자에게 두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말하거나 보여주는 방법(설명식)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학습내용을 질문의 유형으로 제

시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제시유형설명 Explanation 질문 Question 
교수
요소

일반성 Generality 일반성설명 일반성질문
사례 Instance 사례설명 사례질문

[그림 2] 내용제시유형 분류표

[Fig. 2] Primary presentation forms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가. 분석도구에 대한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사하게 혹

은 공통적으로 다루는 학습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 및 2009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문서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학 학습내용 비교를

위해 분석틀을 만들기 위해 IQP와 MIQP에 대한 연

구 문헌을 분석하였다.

나. 수행수준, 내용유형, 제시유형 분석

분석도구를 통한 구체적 분석은 초․중학교로 구분

하여 진행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이봉주, 한인기, 서

보억(2018a)의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봉주 외(2018a)의 연구가 성취

기준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성취기

준 내의 서로 다른 내용요소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차별화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는 중학교의 분석을 기

초로 하여, 각 내용요소별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2. 분석도구

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 결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문서에서는 이전 학교급에서 학

습요소로 다루었던 내용은 상급 학교급에서의 학습요

소로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 개정 연구(박경미 외, 2015)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동일한 내용 영역을 단위로

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밝혔고, 성취기준의 성

격에 대해서 ‘수학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을 의미하므로, 수학을 통해 배워야 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수행능력을

나타내며, 성취기준은 학년(군)별 내용 요소나 지식과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진술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

취기준에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기능, 수행능력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이에 따

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의 공통내용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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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 공통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방

법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요소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다음 두 기준을 채택하였다.

첫째 기준은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

기준의 진술에 사용된 용어이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

와 중학교의 성취기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학적

용어 사용하여 성취기준을 진술한 경우이다. 예를 들

면, 초등학교 3～4학년군 도형 영역 성취기준인 ‘[4수

02-01], [4수02-02], [4수02-03]’과 중학교 1～3학년군

기하 영역 성취기준인 ‘[9수04-01]’을 보면 ‘선, 각, 평

행’ 등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성취기준

을 진술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한 성취기준

이 구현된 수학교과서에서 다루는 수학학습 내용이다.

이 기준은 서로 다른 두 학교급의 교과서에서 수학학

습 내용이 동일한 수학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사한 수

학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

교의 ‘[4수02-11], [4수03-14]’과 중학교의 ‘[9수04-05]’

은 다각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초․중학교 수학교

과서 모두에서 대각선의 개수, 내각의 크기의 합에 초

점을 두고 다루고 있다.

나. 수행수준-내용유형에 대한 결과 표기

Merrill과 Bouwell(1973)은 수행수준을 ‘기억, 활용,

발견’으로 세분화하였지만, 발견은 실제 교과서에서

구현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Merrill, Reigeluth &

Faust(1979)은 사례기억, 일반성기억, 일반성활용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발견의 제외는 Suh, Lee

& Han(2017)의 MIQP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여기서 사례기억은 이미 제시된 사례를 문자 그대로

기억하거나 학습자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하도록 요구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RI(remember of

instance)로 표기한다. 일반성기억은 이미 제시된 일반

성(정의, 법칙 등)을 제시된 그대로 표현하거나 학습

자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RG(remember of

generality)로 표기한다. 일반성활용은 이미 배운 일반

화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UG(use of generality)

로 표기한다. 내용유형은 Merrill의 제안에 따라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구분되는데, 각각을 FT(fact type),

CT(concept type), ST(steps type), PT(principle

type)로 표기한다.

다. 교과서 내용제시유형에 대한 결과 표기

Merrill과 Bouwell(1973)이 분류한 교수의 기본제시

형에 따라 교수요소는 일반성(Ge)과 사례(In)로 구분

하고, 제시유형은 설명(Ex)과 질문(Qu)으로 구분하였

다. 사례설명은 사례에 해당하는 교수요소를 교과서에

서 설명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In-Ex (explanation of instance)로 표기한다. 사례질

문은 사례에 해당하는 교수요소를 교과서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In-Qu(question

of instance)로 표기한다. 일반성설명은 일반성에 해당

하는 교수요소를 교과서에서 설명의 방식으로 제시하

고 있음을 의미하고, Ge-Ex(explanation of

generality)로 표기한다. 일반성질문은 일반성에 해당

하는 교수요소를 교과서에서 질문의 유형으로 제시하

고 있음을 의미하고, Ge-Qu(question of generality)로

표기한다.

3. 연구대상 및 분석도구의 확정 절차

본 연구는 초․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이를 구현한 수학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는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

교는 1∼3학년군으로 구분되는데, 초등학교 내용 영역

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

고, 중학교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

과 통계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는

기하 영역이고, 초등학교는 도형 영역 및 측정 영역

에서 도형과 관련된 성취기준과 교과서이다. 구체적으

로 초등학교 측정 영역에서 도형과 관련된 성취기준

으로는 3～4학년군의 ‘[4수03-12]～[4수03-14]’ 3개의

성취기준과 5～6학년군의 ‘[6수03-03]～[6수03-11]’ 7

개의 성취기준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군은

중학교 기하 영역과 공통적인 내용이 매우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초․중학교 교과서

를 분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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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과서(교육부, 2019a∼2019h)와 중학교 검정교과서

1종(김원경 외, 2019a; 2019b)을 선택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0여종의 검정교과서가 있지만, 1종만을 선택한

이유는 이봉주, 한인기, 서보억(2018a)의 연구에서 교

과서에 관계없이 수행수준-내용유형, 내용제시유형에

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초등학

교 교사 3인, 중학교 수학교사 9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각 항목 측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해 연습을 반복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

째, 분석의 타당도를 위해 수학교육전문가 5인이 검토

하였으며, 교사 상호간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일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확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학습내용을 추출하고, 이 요소들이

각 학교급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교육과정에 제

시된 성취기준, 교과서에서 해당 성취기준을 다루는

수행수준 및 내용유형, 내용제시유형을 기준으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1. 초․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동일한 학습내용

초등학교 기하 영역과 중학교 기하 영역에 공통적

으로 다루는 학습내용에 대한 기준은 수학과 교육과

정에 코드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이다. 성취기준은

수업의 목표이자 수학 지식, 기능, 수행능력을 포괄하

는 학습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표 1]은 초등학교 3∼4학년군과 초등학교 5∼6학

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내용 영역별 성취기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 제시된 전체 성취기준의 수가 88개인데

그 중에서 기하 영역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수가 35개

로 기하 영역의 비중이 39.8%로 나타나 중학교의

32.8%보다 조금 높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내용
영역

성취기준 수 내용
영역

성취기준수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수와 연산 17 (35.4%) 16 (32.0%) 수와 연산10 (16.4%)

도형 12 (25.0%) 11 (22.0%) 문자와 식13 (21.3%)

측정 14
(29.2%)

수11 11
(22.0%)

수2 함수 10 (16.4%)
도형3 도형9

규칙성 2 (4.2%) 5 (10.0%) 기하 20 (32.8%)
자료와
가능성

3 (6.3%) 7 (14.0%) 확률과
통계

8 (13.1%)

계 45 43 계 53

[표 1] 학년군에 따른 성취기준의 수

[Table 1] Number of achievement criteria

[표 2]는 초등학교 기하 영역의 내용과 중학교 기

하 영역 내용 중 공통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 전체를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를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초

등학교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중학교를 기준으로 삼

은 것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수학 학습내용의

조직이 더 계통성이 있고 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학교는 유사한 내용요소

들이 다양한 학년에 흩어져 있지만, 중학교는 유사한

내용요소끼리는 통합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초등학교

와 중학교의 공통성취기준의 비교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분석을 위한 코드를 3차원으로 부여하였다. 처음

EM은 초등학교와 중학교(Elementary-Middle School)

간을 의미하고, 04는 내용 영역(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중에서 네 번째를 의미하고,

마지막 두 자리 숫자는 일련번호이다.

초등학교 기하 영역에서 다루는 성취기준의 수는

35개이고,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다루는 성취기준의

수는 20개이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

통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으로 판정이 된 성취기준의

수는 초등학교 19개로 전체의 54.3%이고, 중학교는 9

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학

교 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

다([표 3] 참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기하 영역의 학습내용 중에서 절반 정도의 학습

내용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사하거나 혹은 공통

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

중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기하 학습내용의 비중

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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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성취기준 초등학교 성취기준 분석코드

[9수04-01] 점, 선, 면, 각을 이해하고,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4수02-01] 직선, 선분, 반직선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4수02-02] 각과직각을이해하고, 직각과비교하는활동을통하여예각과둔각
을 구별할 수 있다.
[4수02-03]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직각인 곳이나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
는 활동을 통하여 직선의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를 이해한다.

[EM04-01]

[9수04-04]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
하고, 이를이용하여두삼각형이합동인
지 판별할 수 있다.

[6수02-01]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도형의 합동의 의미를 알고, 합동인
도형을 찾을 수 있다.
[6수02-02] 합동인두도형에서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각각찾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EM04-02]

[9수04-05]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4수02-11] 다각형과 정다각형의 의미를 안다.
[4수03-14] 여러 가지방법으로 삼각형과사각형의 내각의크기의 합을추론하
고,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EM04-03]

[9수04-06]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
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4수02-06]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6수03-07] 여러가지둥근물체의원주와지름을측정하는활동을통하여원주
율을 이해한다.
[6수03-08]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EM04-04]

[9수04-07] 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6수02-05]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6수02-06] 각기둥과 각뿔을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6수02-07]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EM04-05]

[9수04-08] 회전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6수02-08] 원기둥을 알고, 구성 요소, 성질, 전개도를 이해한다.
[6수02-09] 원뿔과 구를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EM04-06

[9수04-09] 입체도형의겉넓이와부피를
구할 수 있다.

[6수03-09]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
할 수 있다.
[6수03-11]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EM04-07]

[9수04-10] 이등변삼각형의성질을이해
하고 설명할 수 있다.

[4수02-08] 여러가지모양의삼각형에대한분류활동을통하여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이해한다.

[EM04-08]

[9수04-12]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수02-10]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하여 직사각형, 정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EM04-09]

[표 2]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 공통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

[Table 2] Achievement standards common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eometry

내용영역
초등학교(3∼4, 5∼6학년군) 중등학교(1∼3학년군)

공통 독립 소계 공통 독립 소계

기하
19

(54.3%)
16

(45.7%)
35

(100%)
9

(45%)
11
(55%)

20
(100%)

[표 3] 기하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의 수

[Table 3] Number of achievement criteria in geometry

2. 초․중학교의 유사 혹은 공통 학습내용 비교

가. 수행수준-내용유형 비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9개 성취기준 및 해당 교과서 내용의 수행수준-내용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또한 세부

내용요소별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코드
수행수준 내용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EM04-01] RG RG CT CT/PT

[EM04-02] RG/UG UG CT PT

[EM04-03] RG UG PT PT

[EM04-04] RG/UG RG/UG CT/PT CT

[EM04-05] RG RG CT CT

[EM04-06] RG RG CT CT

[EM04-07] UG UG PT PT

[EM04-08] RG RG CT PT

[EM04-09] RG RG CT/PT PT

[표 4] 수행수준-내용유형 분석

[Table 4] Analysis of task level and cont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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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행수준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7개,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2개,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0개이다. 부분적으로 불일치하

는 학습내용은 [EM04-02], [EM04-03]로 합동, 다각형

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 내용유형의 경우,

서로 일치하는 경우 4개,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3개,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2개로 나타났다. 부분적

불일치 및 불일치하는 내용은 [EM04-01], [EM04-02],

[EM04-04], [EM04-08], [EM04-09]으로 수행수준은

일치하지만 내용유형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

다. 예를 들어, [EM04-02]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는 수행수준 즉, ‘학생이 어떤 수준에서 학습한 내용

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는 UG로 일치하였다.

즉, 학생들이 ‘합동’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는 측면에서 일치한 것이다. 반면, 내용유형 즉,

각 학교급에서 다루는 수학적인 대상이 ‘어떠한 속성

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서는 초등학교는 [그림

3]과 같이 합동 및 그와 관련된 개념 즉, CT 중심이

지만, 중학교는 ‘합동조건’, ‘합동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 혹은 각의 조건’ 등 합동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사용된 개념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 즉, PT 중심이다.

[그림 3] 예시1

[Fig. 3] Example 1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

는 학습내용에 대한 [표 4]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과 중학생이 기하 학습내용을 학습한 다음, 수행수준

즉, ‘어떤 수준에서 학습내용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

한 초․중학교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습하는 구체적인 수학

적 대상이 가지는 속성, 즉 내용유형에서는 서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과서 내용제시유형 비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

는 9개 성취기준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제시유형에 대

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한 세부 내용요소별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코드
초등학교 중학교

교수요소 제시유형 교수요소 제시유형

[EM04-01] Ge/In Ex/Qu Ge Ex

[EM04-02] In/Ge Ex/Qu Ge Ex

[EM04-03] In Qu/Ex Ge Ex

[EM04-04] In/Ge Ex/Qu Ge Ex

[EM04-05] In/Ge Ex Ge Ex

[EM04-06] In Ex Ge Ex

[EM04-07] In Ex Ge Ex

[EM04-08] In Qu Ge Ex

[EM04-09] In Ex/Qu Ge Ex

[표 5] 교과서 내용제시유형 분석

[Table 5] Analysis of primary presentation forms

먼저, 교수요소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0개,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4개,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5개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불

일치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은 모두 사례(In)와

관련된 요소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는 교

수요소가 사례 중심이고, 중학교는 일반성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제시유형의 경우, 서로 일치

하는 경우 3개,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5개, 서

로 불일치하는 경우 1개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불일

치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 모두 질문(Qu)의 차

이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는 기하 학습내용을 제

시하는 방법으로 질문이 많이 사용 반면, 중학교에서

는 기하 학습내용을 설명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 분석에 대한 논의

여기에서는 각 분석코드별로 이루어진 수행수준,

내용유형, 내용제시유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내용요소별로 다루어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각 성취기준별로 교과서에

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수학 학습내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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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드

초등학교 중학교

유형 세부 내용요소 유형 세부 내용요소

[EM04
-01]

RG-CT, Ge-Ex∙ 선(초3-1): 선분, 반직선, 직선의 정의 RG-CT, Ge-Ex∙ 선(중1): 직선, 반직선, 선분

RG-CT, In-Qu∙ 각(초3-1): 각, 직각의 이해 RG-CT, Ge-Ex∙ 각(중1): 각, 평각, 직교, 맞꼭지각

RG-CT, In-Ex∙수직, 수선(초4-2): 수직과 수선, 평행의개념
과 직선의 수직, 평행 관계에 대한 이해

RG-PT, Ge-Ex∙수직, 평행(중1): 직교, 수선, 수선의 발, 위치관
계에서 평행

[EM04
-02]

RG-CT, In-Ex∙ 합동(초5-2): 합동의 의미와 도형 찾기
UG-PT, Ge-Ex∙ 합동(중1): 정의, 합동조건

UG-CT, Ge-Qu∙ 합동(초5-2): 합동의 성질

[EM04
-03]

RG-PT, In-Qu∙ 대각선(초4-2): 정의와 다각형에서의 개수 UG-PT, Ge-Ex∙ 대각선(중1): 각형의 대각선의 수

RG-PT, In-Ex
∙ 내각의 합(초4-1): 삼각형, 사각형의 내각의
합 구하기 UG-PT, Ge-Ex

∙ 다각형의 내각의 합(중1): 각형의 내각의 크
기의 합은

[EM04
-04]

RG-CT, In-Ex∙ 원(초3-2): 원, 원의 중심, 반지름의 의미
RG-CT, Ge-Ex∙ 원(중1): 원의 정의, 중심, 반지름

RG-CT, In-Qu∙ 원(초3-2): 지름과 반지름의 관계

RG-PT, In-Qu∙ 원의 넓이(초6-2): 원주의 의미 파악하기
UG-CT, Ge-Ex∙ 원의 넓이와 둘레(중1):  , 원의 넓이와 둘레

UG-PT, Ge-Ex∙ 원의 넓이(초6-2): 원주와 원의 넓이 구하기

[EM04
-05]

RG-CT, In-Ex
∙ 입체도형(초5-2): 직육면체, 정육면체, 겨냥
도, 전개도 알기

RG-CT, Ge-Ex∙ 다면체(중1): 다면체, 정다면체
RG-CT, Ge-Ex∙ 입체도형(초6-1): 각기둥, 각뿔의 구성요소,

전개도

[EM04
-06]

RG-CT, In-Ex∙ 입체도형(초6-2): 원기둥, 원뿔, 구의 정의
RG-CT, Ge-Ex∙ 회전체(중1): 원기둥, 원뿔, 구

RG-CT, In-Ex∙ 입체도형(초6-2): 원기둥, 원뿔, 구의 구성요
소와 성질

[EM04
-07] UG-PT, In-Ex

∙ 부피, 겉넓이(초6-1):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
피와 겉넓이 구하기 UG-PT, Ge-Ex

∙ 입체도형의 겉넓이/부피(중1): 기둥, 뿔, 구의
겉넓이와 부피

[EM04
-08] RG-CT, In-Qu∙ 이등변/정삼각형(초4-2): 정의, 성질 RG-PT, Ge-Ex∙ 이등변삼각형(중2): 정의, 성질

[EM04
-09]

RG-CT, In-Ex∙ 직/정사각형(초3-1): 정의, 성질

RG-PT, Ge-Ex∙ 사각형의 성질(중2):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
각형, 정사각형 정의와 성질, 정당화

RG-CT, In-Qu
∙ 평면도형(초4-2):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
름모의 정의

RG-PT, In-Qu∙ 평면도형(초4-2):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
름모의 성질

[표 6] 교과서 세부 하위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 내용제시유형

[Table 6] Analysis on subfactor in task level and content type, primary presentation forms

(1) [EM04-01]에 대한 결과 분석

세부 내용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은 거의 일치하

였다. 불일치하는 세부 내용요소는 수직, 수선, 평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초등학교는 RG-CT이었지만, 중학교

는 RG-PT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직과 수

선, 평행을 개념적 측면에서 다루었지만, 중학교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개념과 개념사이의 상호관련성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세부 내용요소별

교수요소-제시유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각과 수직,

평행과 관련된 내용에서 초등학교는 사례(In)가 많았

지만, 중학교는 전체 내용에서 일반성(Ge)을 교수요소

로 다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교 교과서에서 학습내용을 제

시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선분, 반직선, 직선의 정

의에 대해 살펴보자. 초등학교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

선을 다루는 방법은 곧은 선과 굽은 선을 분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인 선

분을 정의한 다음, 한 점에서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인 반직선을 정의하고, 최종적으로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인 직선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는 관점에

서 출발한다. 그리고 직선 위의 한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 점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 나가는 직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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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으로서 반직선을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직선 위

의 두 점을 포함하는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의 부

분으로서 선분을 정의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확장이라

는 관점에서 선분, 반직선, 직선의 순서로 다루지만,

중학교에서는 포함의 관점에서 직선, 반직선, 선분을

다루고 있다([그림 4]참조).

[그림 4] 예시2

[Fig. 4] Example 2

(2) [EM04-02]에 대한 결과 분석

세부 내용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은 불일치하였

다. 초등학교는 RG-CT, UG-CT로 일반성과 더불어

활용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중학교는 UG-PT로 활용

과 원리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내용요소별 교

수요소-제시유형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는

사례와 더불어 일반성도 동시에 교수요소로 다루고,

설명과 질문을 병행하지만, 중학교는 일반성과 설명으

로 제시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합동은 합동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

체적인 상황에서 합동이 되는 도형을 찾을 수 있는지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Kapadia와

Borovcnik(1991)가 제시한 ‘어느 한 개념의 사례로 안

다는 것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한 자신

의 지식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과 일맥상

통하는 교과서의 구성이다. 중학교에서는 활용을 위한

원리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3) [EM04-03]에 대한 결과 분석

세부 내용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은 수행수준에

서 불일치가 있었다. 초등학교는 RG(일반성기억)이었

지만, 중학교는 UG(활용)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내용

요소별 교수요소-제시유형도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는 사례를 교수요소로 다루었고 설명과 질문을 병행

하지만, 중학교는 일반성과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대각선과 관련된 내용은 대각선을 다

각형에서 실제로 그릴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으며([그림 5] 참조), 부가적

으로 대각선 수의 세기 활동을 다루고 있었다. 중학교

에서는 대각선과 관련된 내용은 각형의 대각선의

수


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었다([그림 6]참조). 내각의 크기와 관련된

학습내용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5] 예시3

[Fig. 5] Example 3

[그림 6] 예시4

[Fig. 6] Example 4

(4) [EM04-04]에 대한 결과 분석

세부 내용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은 대체로 일치

하였다. 초등학교는 RG-CT, RG-PT, UG-PT로 일반

성기억과 활용, 개념과 원리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중학교는 RG-CT, UG-CT로 일반성기억과 활

용,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는 원리를 중심

으로 원을 다룬다면, 중학교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

고 있었다. 세부 내용요소별 교수요소-제시유형는 다

소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는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

고 설명과 질문을 병행하지만, 중학교는 일반성과 설

명으로만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원의 정의는 2학년에서 다루고,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반지름, 지름과 반지름의 관계는

3학년에서 다루며, 원주, 원주율, 원의 넓이 등은 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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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학습한다. 초등학교에서 원에 대한 학습이 상

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원을 다루는 방법은 초등

학교 2, 3학년에서는 직접 그려보고, 조작하고, 활동하

는 구성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초등학

교 6학년에서는 한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원주와

원주율을 정의하고, 원주율은 비(ratio)의 관점 즉, 원

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로 다루며, 원주와 원의 넓

이를 도출하기 위한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하

려는 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그림 7]참조). 반면,

중학교에서는 원주율을 라고 하면서 소수점 이하가

한없이 계속된다고 지시적으로 제시하며, 원주율은 몫

(quotient)의 관점 즉, 원주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

으로 다루고 있다([그림 8]참조).

[그림 7] 예시5

[Fig. 7] Example 5

[그림 8] 예시6

[Fig. 8] Example 6

(5) 입체도형과 관련된 [EM04-05], [EM04-06]에

대한 결과 분석

세부 내용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은 완전히 일치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RG-CT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요소별 교수요소-제시유형는 초등학교는 사

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학교는 일반성만 다

룬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입체도형을 다루는 방법은 전적으로

사례에 의존하고, 각각의 사례에 활동을 통해 확인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그 입체도

형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주된 관

심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원기둥, 원뿔, 구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사물을 기반

으로 원기둥, 원뿔을 명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요

소를 학습한 다음, 해당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의 한

사례로 회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회

전체를 바탕으로 원기둥, 원뿔, 구, 원뿔대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림 9] 예시7

[Fig. 9] Example 7

[그림 10] 예시8

[Fig. 10] Example 8

(6) [EM04-07]에 대한 결과 분석

세부 내용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은 일치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UG-PT로 나타났다. 세부 내

용요소별 교수요소-제시유형는 초등학교는 사례를 중

심으로 다루고 설명하고 있고, 중학교는 일반성을 중

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7) 평면도형과 관련된 [EM04-08], [EM04-09]에

대한 결과 분석

세부 내용요소별 수행수준-내용유형은 다소 불일치

하였다. 초등학교는 RG-CT, RG-PT로 일반성기억이

중심이고 원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는 RG-PT로 전체 내용이 일반성기억과 원리로 나타

났다. 세부 내용요소별 교수요소-제시유형는 다소 차

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는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질

문이 더 많이 제시되어있고, 중학교는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에서 평면도형을 다루는 방법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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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의존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

고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각 평면도형

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정의를 바탕

으로 명제(정리)를 제시하고, 이 정리가 옳은지 정당

화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사각형

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중학교에서 사각형은 대각선의 성질을 중심으로 다루

어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시작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심층

면접 결과로부터였다.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

학교 교과서가 너무 다르다는 인식과 이것이 수학학

습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응답이

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일관성 있는 교

과서 내용 전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사하게 다루는 기하

영역 학습내용을 추출하고, 이 요소들이 각 학교급에

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차이점에 대한 현실태를 정

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초․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유사 학습요소는 초등학

교의 경우, 4학년에서 4개, 6학년에서 5개로 나타났고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이 7개, 2학년이 2개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유사한 학습내용이 중학교 1학

년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만큼 초등학

교 학습내용과의 연결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가능한 현재 초․중학교

에서 유사하게 다루는 학습내용에 대한 실태 분석 결

과 및 차이점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의 수행수준 및

내용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학습의 결과 즉, 학습 후

학생이 획득되기를 기대하는 능력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는 수행수준에서 ‘RG’ 8개(88.9%),

‘UG’ 3개(33.3%), 내용유형에서 ‘CT’ 7개(77.8%), ‘PT’

4개(44.4%)였고, 중학교는 수행수준에서 ‘RG’ 6개

(66.7%), ‘UG’ 4개(44.4%), 내용유형에서 ‘CT’ 4개

(44.4%), ‘PT’ 6개(66.7%)였다. 초등학교는 일반성기

억, 개념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반면, 중학교에서는 일

반성기억이 활용보다 높지만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원리가 개념보다 높지만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다.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하 영역의 교수요소 및

제시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서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교수요소에서 ‘Ge’가 개(44.4%),

‘In’ 9개(100%), 제시형태에서 ‘Ex’ 9개(100%), ‘Qu’ 5

개(55.6%)였고, 중학교는 교수요소에서 ‘Ge’ 9개

(100%), ‘In’ 0개(0%), 제시형태에서 ‘Ex’ 9개(100%),

‘Qu’ 0개(0%)였다.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기하 영

역에 대한 내용의 제시는 대부분 ‘사례’ 제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일반성’ 제시로 제시

되고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전체 내용이 ‘일반

성-설명’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MIQP를 통한 평가문항에 대한 연구(이봉주, 한인기,

서보억, 2018a; 2018b) 결과, 송정선(2009) 및 Merrill,

Reigeluth & Faust(197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례’

보다는 ‘일반성’에서 낮은 성취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초․중학교에서 다루는 학습내용은 유사하지만,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더 난이도가 높게 내용을 제

시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하 영역에서 학습요소를 다루는 방식이 서

로 상반된 내용이 다수 존재하였다. 먼저 순서적으로

역순으로 학습내용을 전개하는 내용요소로 ‘선분, 반

직선, 직선’이 있다. 초등학교는 선분에서 출발하여 직

선으로 나아가지만, 중학교는 직선에서 출발에서 선분

으로 나아간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

과 구체적인 것을 다룸에 있어서 상반된 순서로 학습

내용을 전개하는 내용요소로 ‘평면도형, 입체도형’이

있다. 초등학교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일반적인 개념을 향해 나아가려고 시도하고, 중

학교는 일반성을 제시하고 그 일반성을 설명하고, 이

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나아가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Krutetskii(1976)에 따르면, 일반성의 경향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Menchinskaya(1979)

와 Vygotsky(2000)의 지적처럼 일반화에 대한 추론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야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순차

적으로 ‘일반성’을 다루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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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각선 및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한 학습, 원

과 관련된 학습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서로 다

른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

다. 대각선 및 내각의 크기의 합의 경우, 초등학교에

서는 직접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

지만, 중학교에서는 최종적인 수치 즉, 수 세기의 결

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과 관련된 학습

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원을 2학년에서 정의하고, 3

학년에서 구성적 활동의 측면에서 지름, 반지름 등을

학습하며, 6학년에서 원주율, 원주, 원의 넓이를 직관

적으로 설명하려는 원리중심으로 내용을 다루지만, 중

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원의 정의를 제시하고, 원주율

을 라는 수로 직접적으로 정의하며, 원의 넓이를 공

식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다. 즉, 원주와 원의 넓이

의 원리에 대한 학습을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어, 중

학교보다 더 어려운 내용제시유형을 취하고 있었다.

우정호(2007)와 Bloom(1956)에 따르면, 계산보다는 이

해를 요구하는 개념, 원리가 더 난도가 높고, 높은 수

준의 사고를 요구한다. 그런데, 초․중학교의 원과 관

련된 내용의 경우, 초등학교의 내용제시가 중학교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회전체와 관련된 학습내용은 매우 어색한

제시유형을 취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원기둥, 원

뿔, 구를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구성요소를 학습한다. 그 이후, ‘한 변을 기준

으로 돌리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회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도형에 대해 생성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

이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

면도형을 1회전하여 생기는 도형으로 이들 도형을 동

일하게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율, 원주, 원의 넓이의 학습에 대한 적절

한 학교급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원주

율과 원의 넓이의 경우, 초등학교가 훨씬 이론적이고

원리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학교는 단순히 공식

을 암기하고 적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간단히 넓이를 어림하는 수준

에서 다루고, 중학교에서 원주의 원리와 원의 넓이의

원리를 탐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

인다. 또한, 원기둥, 원뿔, 구의 학습에서 회전체는 필

수적인 학습내용인데, 초등학교에서는 회전체를 다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회전체를 바탕으

로 원기둥, 원뿔, 구 등을 다루게 하는 것에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한 초등학

교 및 중학교 교사들의 심층 분석 결과를 보면, 수학

교사들은 서로 다른 내용 전개 방식을 보이는 수학교

과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

가원, 2019). 그만큼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을 학습하

는 대상과 교과서의 제시방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차이가 본 연구의 수행수준-내용유형,

교수요소-제시유형을 통해 일부가 확인되었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년급이 올라갈수록 학습내용은

심화되고 깊이가 증대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초

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년임을 고려할 때, 실제 나타난 현재의 격차가 적절

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중학교가 초등학

교에 비해, 사례보다는 일반성중심으로 나아가야하지

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용전개가 이루어져야할 것

인지와 그 내용전개의 심화와 깊이가 점진적으로 이

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연구가 필요

하다는 것을 제언한다. 중학교의 교과서 구성에서 초

등학교의 방식과의 격차를 얼마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중학교의 수학 학습내용을 다루는 방법이나

교과서의 제시방식이 다양할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는

학년급에 따라 학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로 초등학교는 사례와 일반성, 설명과 질문이 다양하

게 공존하지만, 중학교는 일반성, 설명에만 집중되어

져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수학내용을 다루는 방식이나 교과서

제시방식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의 차

이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격차가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격차보다 더 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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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tracted geometrical learning content that is treated similarly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how this study is handled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analysis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developed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by Merrill. Merrill classified the study results into two dimensions: 'performance level' and 
'content type', and 'teach station' and 'proposal type' by presenting the contents in the textbook.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nine achievement criteria were extracted as learning factors that 
were treated similarly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extracted learning elemen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through analysis t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athematics learning and for the improvement of new 
curr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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