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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 특성 연구1)

도 주 원 (서울용암초등학교, 교사)

본 연구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 지도 시 효과적인 발문 활용에 있어서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작용 기능을 학년

군별로 비교 분석하여 발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은 학년군별로 공통

되게 추론 발문, 사실 발문,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모든 학년군에서 추론 발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모든 학년군에서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 활동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과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

형과 작용 기능은 학년군별 학습 내용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와 연산 영역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발문 구안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발전적인 교수·학습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NCTM(2014)의 ‘원리에서 실천으로(Principles to Actions)’에 따르면, 유의미한 수학적 논의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교사는 수업에서 수학적 논의 즉, 대화나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 개념과 원리를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적절한 때에 적당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의사소통하도록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른 학생의 생

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교사는 발문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생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학

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Reys et al., 2015). 교사의 교수 활동 중 학생에게 하

는 발문이 약 80%일 정도로(Brualdi, 1998), 수업 중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에는 교

사의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에서 교사의 발문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교사의 발문이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와 학습 방향을 제

시하는 교수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발문은 특정 행위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

며, 특정 방향으로 학생의 사고나 행동을 인도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Wilen, 1991). 발문은 학습의 과정에 있어

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수 활동이다(Reys et al., 2015). 그런데 Corey(1940)의 연구에서 교사의 발문이 학생

들을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발문 중 70∼80%는 사실에 대

한 단순한 회상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20∼30%만이 명료화, 확산, 일반화, 추론 등 고차적 사고 과정을 요구하

고 있었다. 즉, 장래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분석, 종합, 평가 능력 등 고차적 수준의 인지적 복합성 관련 행동이

교실 수업에서는 가장 적게 강조되고 있었다(Risner, Skeel, & Nicholson, 1992) 하지만, 사실에 대한 단순한 회

상 이상을 요구하는 발문 즉, 고차적 수준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자극하는 다양한 발문이 없이는 창의적인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도주원, 2021a). 따라서 수학 수업에서 필수적 교수 활동인 발문의 특성 파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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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업에 활용되는 교과서는 교사에게 유용한 수업 자료로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 학생이 개인적

으로 또는 모둠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과 교실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교수 자

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교사가 수업에서 다룰 학습 주제를 설계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

서 수학 교과서는 학생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발문을 제시해야 하는

교사를 위한 것이다(Chang & Silalahi, 2017). 즉, 수학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내용과 활동은 교사의 발문 구성

을 위한 교수학적 판단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교사의 교수학적 판단에 의해 수학 교과서의 활용 방안이 결

정되므로, 교사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하게

된다(NCTM, 1992). 유용한 교수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는 교육 연구자가 특정 계획 및 접근 방식의 효

과를 이해하고,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Chang & Silalahi,

2017). 따라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수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와 연산 영역에서 다루는 수 개념은 학생이 계산할 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다(Chang & Silalahi, 2017). 학

생들이 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수 개념을 유의미하게 개발시켜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 감각 개

발을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 적절한 문제를 제시하고, 수에 대해서 사고하도록 하고, 수 감각을

육성하는 교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연산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사칙연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각각의 연산을 언제 적용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계산하는 기능은 문제해결 경험을 통하

여 발달하게 된다(Reys et al., 2015). 이처럼 수와 연산 영역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의 특성과 요구되는 수학적

사고의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발문이 구현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제시된 발문의 형태와 작용 기능적 특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국정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기능을 학년군별로 비교 분석하여 발문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와 연산 영역 단원 지도 시 적합한

발문 구안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Ⅱ. 연구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발문의 유형과 작용 기능

발문은 “묻고 답하는” 두 가지 상호작용적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발문이 제기되었을 때 학생은 발문을 수용하

거나 거부하기도 하고, 그것을 처리하거나 무시하거나 거기에 다시 관여하거나 해서 마침내 그 발문에 대해 어

떤 반응으로 응답함으로써 해당 발문은 종결된다(변홍규,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자료와 가능성 영

역 단원과 규칙성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작용 기능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도주원, 2021a,

2021b)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

음’으로 발문을 규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Wilen(1991)에 따르면, 교사의 발문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학생이 특정 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

실들을 이해하는 것과 둘째, 비판적인 사고기능을 이용하여 그 사실들을 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발문은 기

본적인 수학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학습한 수학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학적 사고

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발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함으

로써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Wilen, 1991). 효과적인 발문을 하려면 첫째, 사실에 대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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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보다는 이해가 수반되는 생각을 촉발시키는 질문을 사용해야 하며, 둘째, 효과적인 질문 기법을 사용해야 하

고, 셋째,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넷째, 말로써 그리고 진심으로 학

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Baroody & Coslick, 1998). 그런데 수학 교사는 학생들의 지식을 묻거나

아는 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낮은 수준의 발문을 높은 수준의 발문보다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높은

수준의 발문은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왜 그 응답이 옳다고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정

보를 분석하거나 종합하도록 요구하는 발문이다(Reys et al., 2015).

Barnes(1990)는 교사의 발문을 세분하여 이름이나 특정 정보와 같은 사실적인 정보를 묻는 사실 발문(factual

questions), 논리적으로 정보를 구성하거나 기억에서 재구성하게 만드는 추론 발문(reasoning questions), 이미 배

운 지식을 도출하기 때문에 사실 발문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수용 가능한 다양한 답변을 요구하는 추론을 요

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open questions not calling for reasoning)으로 범주화하였다. 사실 발문을 통해서는 학생

이 특정한 수학적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주어진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

보를 얻기는 어렵다.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을 통해 아직 학습하지 않은 관찰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 도입 및 교육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Barnes, 1990). Vacc(1993)의 연구에서는 교사용 수학 교수 규준(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 Mathematics)(NCTM, 1991)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사 발문을 분석하는데

Barnes(1990)의 발문 유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교사용 수학 교수 규준(NCTM, 1991)에서는 수학과 교수·학습의 개선 방법으로 효과적인 발문의 사용을 제안

하고 있다. 효과적인 발문은 <표 Ⅱ-1>에 제시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작용하며 수학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한

다. 교사 발문에 관한 연구 중에는 <표 Ⅱ-1>의 발문 기능(NCTM, 1991)을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여 발문을 분

석하기도 하였다(예, 강완, 장윤영, 정선혜 2011; 도주원, 2021a, 2021b).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도주원, 2021a,

2021b)에서 초등수학 교과서 자료와 가능성 영역 단원과 규칙성 영역 단원에 등장하는 발문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 Barnes(1990)의 발문 유형과 NCTM(1991)의 발문 기능을 분석 기준으로 적용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을 분석하였다.

발문 기능 예시 발문

수학을 함께
이해하도록 돕기

⦁제니가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해했는가? ⦁그 의미를 설명해 보일 수 있는가?

자신 있게 올바른 수학적
판단을 하도록 돕기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왜 참인가?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수학적 추론 방법을
배우도록 돕기

⦁그것은 항상 성립하는가? ⦁반례를 생각해낼 수 있는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문제를 추측, 발명,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기

⦁만약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규칙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친구의 해결 방법과 자신의 방법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을 연결하도록 돕기

⦁이것은 ∼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전에 학습했던 아이디어 중 이 문제해결에 유용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어제 신문에서 어떤 수학의 유용함을 알 수 있었는가?

<표 Ⅱ-1> 발문의 기능별 예시 발문(NCTM, 1991, pp.3-4)

나.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 체계는 <표 Ⅱ-2>와 같이 수의 체계에 대한 핵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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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수의 연산에 대한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의 체계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는 1∼2학년군에서는 자

연수 범위 내에서 1개,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는 자연수와 분수, 소수 범위 내에서 각각 3개씩 제시되어

있다.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수의
체계

수는 사물의 개수와 양을 나
타내기 위해 발생했으며, 자
연수, 분수, 소수가 사용된다.

∙네 자리 이하의
수

∙다섯 자리 이상의 수
∙분수
∙소수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와 소수의 관계

수의
연산

자연수에 대한 사칙계산이
정의되고, 이는 분수와 소수
의 사칙계산으로 확장된다.

∙두 자리 수 범위
의 덧셈과 뺄셈
∙곱셈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혼합계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표 Ⅱ-2>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 체계(교육부, 2015)

수의 연산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는 1∼2학년군에 2개, 3∼4학년년군과 5∼6학년에는 각각 4개씩 제시되어 있

다. 1∼2학년군에서는 두 자리 수 범위에서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한 자리 수의 곱셈을, 3∼4학년군에서는 세

자리 수·동분모 분수·소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5∼6학년군에서는 자연수의 혼합계산, 이분

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학습한다. 이와 관련된 수와 연산 영역의 성취기준은 3

∼4학년군(17개), 5∼6학년군(16개), 1∼2학년군(11개) 순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다. 새로운 수 체계인 분수와 소

수가 도입되고 자연수의 사칙연산, 동분모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는 3∼4학년군과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을 학습해야 하는 5∼4학년군에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과 이에 따라 도달해야 하는 성취기준이 많이 제

시되어 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 다루는 수 개념은 수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실생활뿐만 아니라 타 교과

나 수학의 다른 영역을 학습하는 데 필수적이다(교육부, 2015).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에서 강조되는 수 감각에

는 수에 대한 직관적 느낌, 수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이해, 수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수 사용과 해

석, 효율적인 계산 능력 및 어림이나 암산 등의 적절한 선택 등을 포함한다(방정숙, 2004). 수 감각은 학교 및 일

상생활에서 양의 크기 또는 계산 관련 문제를 풀거나 정형화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Baroody & Coslick, 1998), 점차적으로 발달하게 된다(Sowder. 1992). 학생이 실생활 경험을 이용하여 수의 모

든 의미(기수, 측정수, 서수, 이름수)를 경험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

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수와 직면하게 되고 각 수들의 특성에 관해 더 많

이 알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수와 연산 학습 시 추론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수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Baroody & Coslick, 1998).

사칙계산은 수학 학습에서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이후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된다(교육부,

2015). 따라서 학생이 연산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칙연산 중 문제 상황에 적절한 연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산

감각을 개발시켜야 한다(Baroody & Coslick, 1998). 연산 감각은 덧셈과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기르게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학생은 사칙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 조합을 접하

게 된다. 기본적인 수 조합은 ‘세기 단계’, ‘추론 단계’, ‘숙달 단계’를 거치면서 의미 있게 기억하게 되며, 각 단계

에는 추론 과정이 포함된다. 즉, 산술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개념적 이해와 추론이 그 기초가 된

다(Baroody & Coslick, 1998). 따라서 계산은 학생이 정답에 이르는 자신의 방식을 추론하게 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Rey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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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국정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 본 차

시에 제시된 발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수와 연산 영역 단원의 기본 개념을 지도와 관련된 교과서 본

차시에 제시된 발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학 익힘책과 지도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6학년의

모든 학기에 수와 연산 영역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대상은 <표 Ⅱ-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2학년군 총

23개 단원 중 12개 단원이 포함되며 12개 단원의 본 차시는 총 90차시이다. 3∼4학년군 총 24개 단원 중 11개

단원이 포함되며 11개 단원의 본 차시는 총 70차시이다. 5∼6학년군 총 24개 단원 중 10개 단원이 포함되며 10

개 단원의 본 차시는 총 62차시이다.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수와 연산 영역 단원 수와 본 차시 수가 점차 줄어드

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표 Ⅱ-2>의 학년군별 학습 내용 요소와 이에 따른 학년군별 성취기준이 1∼2

학년군에서 가장 적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는 다른 경향성이다.

학년학기 단원
본 차시

수
학년 학기 단원

본 차시

수
학년 학기 단원

본 차시

수

1

1

1. 9까지의 수 8

3

1

1. 덧셈과 뺄셈 6

5

1

1. 자연수의 혼합계산 5

3. 덧셈과 뺄셈 11 3. 나눗셈 5 2. 약수와 배수 6

5. 50까지의 수 7 4. 곱셈 4 4. 약분과 통분 6

2

1. 100까지의 수 6 6. 분수와 소수 8 6. 분수의 덧셈과 뺄셈 5

2. 덧셈과 뺄셈(1) 8

2

1. 곱셈 8
2

2. 분수의 곱셈 7

4. 덧셈과 뺄셈(2) 7 2. 나눗셈 6 4. 소수의 곱셈 7

6. 덧셈과 뺄셈(3) 6 4. 분수 6

6

1
1. 분수의 나눗셈 5

2

1

1. 세 자리 수 6

4

1
1. 큰 수 6 3. 소수의 나눗셈 8

3. 덧셈과 뺄셈 11 3. 곱셈과 나눗셈 7
2

1. 분수의 나눗셈 6

6. 곱셈 5
2
1. 분수의 덧셈과 뺄셈 6 2. 소수의 나눗셈 7

2
1. 네 자리 수 6 2. 소수의 덧셈과 뺄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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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별 본 차시 수

연구 대상인 발문은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제시된 물음(도주원

2021a, 2021b)이므로 문제해결과 관련한 학생의 응답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차시에 수록된 모든

문장에 대해서 발문 “내가 타고 온 비행기에는 158명이 타고 왔대.”와 같이 문제 상황을 설명하거나 “일 모형으

로 일의 자리부터 더해 보자.”와 같이 활동을 진행하는 문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캐릭터 말주머니에 제

시된 “수모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와 같이 예시 응답에 해당하는 문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학 용

어를 정의하는 “7과 0.3만큼을 7.3이라 쓰고 칠 점 삼이라고 읽습니다.”와 같은 문장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차시별로 활동을 대표하는 발문과 이에 따른 하위 발문이 제시되어 있다. 대표 발문 중에는 해당 활동 전

체를 아우르는 발문도 있지만 단순히 활동을 진행하거나 하위 발문보다 낮은 수준의 발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 발문과 하위 발문을 구분하지 않고 발문이라는 하나의 범주 하에서 학년군별로 교과서

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작용 기능이 출현하는 빈도를 비교·분석하는 정량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1∼6학년 수학 국정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 본 차

시에 수록된 문장 중에서 발문에 대한 응답, 수학 용어 정의 문장이나 활동 진행 발문을 제외하고 주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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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는 발문과 하위 발문을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1∼2학년 교과서 중 수와 연산 영역에 속

하는 12개 단원의 본 차시에 등장하는 총 952개의 문장 중 분석 대상인 발문은 총 790개로 전체 문장에 대한

발문의 비율이 83.0%로 나타났다. 3∼4학년 교과서 중 수와 연산 영역에 속하는 11개 단원의 본 차시에 등장하

는 총 970개의 문장 중 분석 대상인 발문은 총 858개로 전체 문장에 대한 발문의 비율이 88.5%로 나타났다. 5∼

6학년 교과서 중 수와 연산 영역에 속하는 10개 단원의 본 차시에 등장하는 총 842개의 문장 중 분석 대상인

발문은 총 777개로 전체 문장에 대한 발문의 비율이 92.3%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문장에서 발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게 나타났다.

발문에는 “지혜가 친구들의 높이뛰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수일이보다 얼마나 더 높이 뛰었는지 알

아봅시다.”와 같이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표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지혜가 친구들의 높이뛰기 기록

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혜가 수일이보다 얼마나 더 높이 뛰었는지

알아봅시다.”와 함께 1개의 발문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발문은 의문문 형태의 문장이나 의문문의 의미로 이해되

는 문장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궁금해.”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의 의미로 이해되므로 발문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다. 자료 분석

앞선 도주원(2021a, 2021b)의 연구에서 초등수학의 5개 영역 중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 영역의 교과서에 제시

된 발문 분석 시 활용한 사실 발문과 추론 발문, 그리고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Barnes, 1990)을 발문

유형의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사실 발문은 이름, 특정 정보 등과 같이 사실적인 정보를 묻는 발문으로 학생

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 추론 발문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재구

성하게 하는 발문으로 학생의 추론적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기학습된 지식

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발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수용 가능한 다양한 답변이 존재하는 열린 발문으로

학생들의 추론적 사고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1학년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 유형별 예시 발문은 <표 Ⅱ-4>와 같다.

발문의 유형 수학 교과서 수와 연산 영역 단원의 예시 발문

사실 발문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 보세요.
⦁분수를 쓰고 읽어 봅시다

추론 발문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어림해 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을 써 보세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달에 급식 다 먹기를 몇 번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표 Ⅱ-4> 발문 유형의 분석 기준 및 예시 발문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작용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NCTM(1991)의 수록된

교사 발문의 기능을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작용 기능 분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분석틀로 적용한 도주

원(2021a, 2021b)의 발문 기능을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기준으로 설정한 발문의 기능은

<표 Ⅱ-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시된 문제 상황을 이

해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돕는 기능이다.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기능은 추론적 사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단순한 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은 계산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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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거나 크기를 비교하는 등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은

계산하는 등 학생이 정답에 이르는 자신의 방식을 추론하게 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학습된 수학

지식,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표 Ⅱ-5>의 발문 기능별 교과서 예시 발문은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1학년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 중 발췌하였다.

발문의 기능 교과서 예시 발문

수학의 이해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
⦁2개씩 묶고 몇 묶음인지 말해 보세요.
⦁더하기로 계산하면 어때?

수학적 추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사람 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끈의 길이를 색칠하여 비교해 보세요.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하기
⦁125+248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봅시다.
⦁기차에 모두 몇 명이 탔는지 알아봅시다.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연결하기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세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말해 보세요.

<표 Ⅱ-5> 발문 기능의 분석 기준 및 예시 발문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분석 대상인 1∼6학년 수학 국정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

된 모든 발문을 전사한 후 연구자가 수학교육전문가 2인과 함께 삼각 검증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전

사한 모든 발문의 유형과 기능을 <표 Ⅱ-4>와 <표 Ⅱ-5>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기능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학교육전문가 2인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발문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논의한 후 연구자가 분석하

여 코딩한 자료를 수학교육전문가 2인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자가 분석한 발문 유형

의 코딩 자료는 수학교육전문가 2인의 분석 자료와 각각 86%, 83%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발문 기능의 코딩 자

료는 수학교육전문가 2인과 각각 85%, 83%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수학교육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

는 발문 유형 및 기능에 대해서 수학교육전문가 2인과 함께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일치된 의견으로 2차 코딩

을 완료하였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3. 나눗셈(p.54)의 “활동 2의 2개씩 □ 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발문의

경우 2개씩 몇 번을 덜어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면 추론 기능으로 작용하는 추론 유형의 발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제시된 “2개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뺄셈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발문 다음에 이어지

는 발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뺄셈으로 나타낸 후 알게 된 사실을 응답하게 하는 수학의 이해 기능으로 작용하

는 사실 발문으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발문의 유형 분석 결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에 제시된 발문을 유형별로 분류

한 후 학년군별로 정리한 결과 발문의 횟수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게 나타났다. 차시 당 발문의 개수는

1∼2학년군의 경우 8.8개, 3∼4학년군의 경우 12.3개, 5∼6학년군의 경우 12.5개로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많

이 나타났다. 1∼2학년군에 비하여 3∼4학년군에 급격하게 차시 당 발문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로부터

학습 내용의 분량이나 사고의 수준에 있어서 학년군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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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당 발문 개수는 각각 12.3개와 12.5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학년군별로 제시된 발문의 개수에 차이

가 있으므로 학년군별로 발문 유형별 출현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2425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 중 추론 발문

(81.5%)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실 발문(16.8%),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1.7%) 순으로 나타

났다.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 중 추론 발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실제

수학 수업에서 생성된 교사의 발문은 주로 사실 발문이었다는 선행 연구(Barnes, 1990; Corey, 1940; Watson &

Young, 1986))와는 다른 경향성을 나타낸다. 초임 교사가 영역별 수업에서 제기하는 발문을 분석한 이지승(2017)

의 연구에서도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사실 확인형 발문(53.4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절반을 넘는 비율로 수와 연산 영역에서 사실 확인형 발문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이다. 학

생들의 사고가 확장되는 발문보다는 사고가 제한되는 발문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지

면으로 구성된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은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

발문이나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보다는 고차적인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추론 발문이 많이 나타닜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 특성상 산술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개념적

이해와 추론이 요구된다는 연구 결과(Baroody & Coslick, 1998)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Ⅲ-1]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별 출현 빈도

[그림 Ⅲ-2] 학년군별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별 출현 빈도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은 [그림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학년군에서 공통되게 추론 발문

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발문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산술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개념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사실 발문은 1∼2학년군(19.0%)과 3∼4학년군(18.8%)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5∼6학년군

(12.5%)에서는 이보다 적게 나타났다. 수 세기, 수의 크기 비교, 연산 과정 등에 대한 추론적 사고를 이끄는 추

론 발문은 1∼2학년군(77.8%), 3∼4학년군(79.7%), 5∼6학년군(87.1%) 순으로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많이 나

타났다. 다양한 열린 사고를 이끄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1∼2학년군(3.2%), 3∼4학년군(1.5%), 5

∼6학년군(0.4%) 순으로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적게 나타났다. 사실 발문은 다른 학년군에 비해 1∼2학년군

에서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발문보다 추론 발문이 약 4배가량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 학생 대

상 발문 중 대부분은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발문이라는 선행 연구(Watson & Young,

1986)와는 다른 경향성이다. 이와 같이 모든 학년군에서 추론 발문이 다른 유형의 발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경향성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적인 수 조합은 세기 단계, 추론 단계, 숙달 단계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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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미 있게 기억하게 되며, 각 단계에는 추론 과정이 포함된다(Baroody & Coslick, 1998)는 수와 연산 영역의

특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보인다.

학년군 빈도
사실 발문 추론 발문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합계
수의 체계 수의 연산 수의 체계 수의 연산 수의 체계 수의 연산

1∼2
횟수(회) 100 50 174 441 6 19 790

비율(%) 12.7 6.3 22.0 55.8 0.8 2.4 100.0

3∼4
횟수(회) 71 90 156 528 6 7 858

비율(%) 8.3 10.5 18.2 61.5 0.7 0.8 100.0

5∼6
횟수(회) 11 86 138 539 0 3 777

비율(%) 1.4 11.1 17.8 69.3 0.0 0.4 100.0

합계
횟수(회) 182 226 468 1508 12 29 2,425

비율(%) 7.5 9.3 19.3 62.2 0.5 1.2 100.0

<표 Ⅲ-1> 학년군별 발문 유형의 출현 빈도

발문은 모든 학년군에서 추론 발문, 사실 발문,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수와

연산 영역을 수의 체계와 수의 연산으로 구분하여 학년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사실 발문은 수

의 체계 부분에서는 네 자리 이하의 수를 다루는 1∼2학년군(12.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서 다섯 자리

이상의 자연수를 다루고 분수, 소수를 도입하는 3∼4학년군(8.3%), 약수, 배수, 약분, 통분, 분수와 소수의 관계 등

을 다루는 5∼6학년군(1.4%)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실 발문은 수의 연산 부분 중 자연수의 혼합계산,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다루는 5∼6학년군(11.1%)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서 세

자리 수·동분모 분수·소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다루는 3∼4학년군(10.5%), 두 자리 수 범위

의 덧셈과 뺄셈, 곱셈을 다루는 1∼2학년군(6.3%)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 발문은 1∼2학년군에서는 수의 연산 부

분보다 수의 체계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는 수의 체계 부분보다 수의 연산 부분

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5∼6학년군에서 그 차이가 약 10%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수의 체계보다는 수의 연산 관련 학습 내용의 비중이 커지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추론 발문은 사실 발문이 나타난 양상과 비슷하게 수의 체계 부분에서는 1∼2학년군(22.0%)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3∼4학년군(18.2%), 5∼6학년군(17.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이

수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론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Baroody

& Coslick, 1998)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추론 발문은 수의 연산 부분에서는 5∼6학년군(69.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3∼4학년군(61.5%), 1∼2학년군(55.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 발문과 달리 추

론 발문은 각 학년군에서 수의 체계 부분보다 수의 연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5∼6학년군에서 그 차이가

약 51%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역시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수의 체계보다는 추론적 사고가 요구

되는 수의 연산 관련 학습 내용의 비중이 커지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적인 수 조합에는 추론

과정이 포함된다는 선행 연구(Baroody & Coslick, 1998)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론 발문은 수의 체계

부분에서는 1∼2학년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적게 나타났다.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은 사실 발문이나 추론 발문이 나타난 양상과 다르게 수의 체계나 수의 연산 부분

모두에서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적게 나타났다. 수의 연산 부분에서는 수의 체계 부분에 비해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이 많이 나타났지만 가장 많이 나타난 1∼2학년군에서도 2.4%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서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는 수와 연산 영역은 주

로 추론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사실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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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문의 기능 분석 결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에 제시된 발문을 기능별로 분류

하여 학년군별로 정리하였다. 학년군별로 발문의 개수는 서로 다르므로 학년군별로 기능별 출현 비율을 비교·분

석하였다. 총 2524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은 [그림 Ⅲ-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제를 추측, 발

명, 해결하도록 돕는 기능(49.3%)으로 가장 많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

(23.2%),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13.3%),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9.9%),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4.3%)의 순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 중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으로 작용한 발문은 각각 10% 이상 많이

나타났다.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작

용한 발문은 10%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그림 Ⅲ-3]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기능별 출현 비율

[그림 Ⅲ-4] 학년군별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기능별 출현 비율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 특성상 수 감각은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양의 크기 또는 계산 관련 문제를 풀거나 정

형화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칙연산 중 문제 상황에 적절한 연산을 선택하기 위하

여 연산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Baroody & Coslick, 1998). 따라서 수 감각과 연산 감각을 기르기 위하여 발문은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가장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두 번

째로 많이 작용했다. 이는 학생들은 추론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수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해

야 하며, 산술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론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연구 결과(Baroody & Coslick,

1998)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수 개념과 연산 절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기능으로 많이 작

용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많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

을 하도록 돕는 기능으로는 적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와 연산 영역의 경우 수 개념과 사칙 연산

의 계산 원리에 대해 학습하게 되므로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기 어려우므로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

결하도록 돕는 기능으로는 별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이 작용하는 기능은 학년군에 따라 각기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학년군별로 발문의 기능은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을 관련짓는

것을 돕는 기능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은 3∼4학년군(15.2%), 1∼2학년군(13.4%), 5∼6



초등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 특성 연구 99

학년군(1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은 1∼2학년군에서는 수의 연산 부

분보다 수의 체계 부분에서,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는 수의 체계 부분보다 수의 연산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표 Ⅱ-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자리 수까지의 자연수의 체계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는 1

∼2학년군 수의 연산 영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3∼4학년군에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세 자리 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 등 수와 연산 영역 중 연산 관련 학습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

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5∼6학년군에서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등 수의 체계 부분보다 분수와 소수의 범위에

서 곱셈과 나눗셈, 자연수의 사칙계산 등 수의 연산 부분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학년군 빈도
수학의 이해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
수학적 추론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연결하기 합계

수 연산 수 연산 수 연산 수 연산 수 연산

1∼2
횟수(회) 61 45 76 18 104 50 24 349 15 48 304

비율(%) 7.7 5.7 9.6 2.3 13.2 6.3 3.0 44.2 1.9 6.1 38.5.0

3∼4
횟수(회) 51 79 40 49 98 78 38 393 6 26 317

비율(%) 5.9 9.2 4.7 5.7 11.4 9.1 4.4 45.8 0.7 3.1 36.9.0

5∼6
횟수(회) 7 79 9 47 91 142 39 354 3 6 233

비율(%) 0.9 10.2 1.2 6 11.7 18.3 5.0 45.6 0.4 0.7 30.0

합계
횟수(회) 119 203 125 114 293 270 101 1096 24 80 854

비율(%) 4.9 8.4 5.2 4.7 12.1 11.1 4.2 45.2 1 3.2 35.3.0

<표 Ⅲ-2> 학년군별 발문 기능의 출현 비율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은 1∼2학년군(11.9%)에서 3∼4학년군(10.4%), 5∼6학년군(7.2%)으로 학

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게 나타났다.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은 1∼2학년군에서는 두 자

리 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는 수의 연산 부분보다 네 자리 수까지 수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의 학습

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는 큰 수, 분수, 소수, 약수, 배수, 약분, 통분 등 수의 체계

부분보다 자연수의 사칙연산이 완성되는 3∼4학년군과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는 5∼6

학년군의 수의 연산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은 1∼2학년군(19.5%)에서 3∼4학년군(20.5%), 5∼6학년군(30.0%)으로 학년군이 높아

질수록 점차 높게 나타났다.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은 1∼2학년군과 3∼4학년군에서는 자

연수의 사칙연산 등 수의 연산 부분보다 네 자리 수까지의 자연수, 분수와 소수 등 수의 체계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이 수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론 활동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Baroody & Coslick, 1998)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5∼6학

년군에서는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등 수의 체계 부분보다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

는 수의 연산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적인 수 조합에는 추론 과

정이 포함된다는 선행 연구(Baroody & Coslick ,1998)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은 1∼2학년군(47.1%)에서 3∼4학년군(50.2%), 5∼6학년군(50.6%)으로 학

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게 나타났다.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은 모든 학년군에서 수의

체계 부분보다 수의 연산 부분에서 큰 격차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생활 배경의 문제 상황의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먼저 문제를 해석하는 단계를 거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을

선택하고, 이를 시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Ginsburg, 1977),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 중 수의 연

산 부분에서 이러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이 모든 학년군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학 지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능력 중 하나는 문제해결 능력이며,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공식을 분석하고 개념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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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학적 사고를 구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Chang & Silalahi, 2017).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구축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구성되어 모든 학년군에서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이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가장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은 1∼2학년군(8.1%)에서 3∼4학년군(3.7%), 5∼6학년

군(1.1%)으로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적게 나타났다.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학년군에서 이러

한 기능은 수의 체계 부분보다 수의 연산 부분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연산 사이의 관계 등 수의 연산 부분에

제시된 발문은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주로 작용한 것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문의 유형과 작용 기능을 학년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이로부터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학년군별 발문의 개수는 3∼4학년군, 1∼2학년군, 5∼6학년군 순으로 나

타났으며, 차시 당 발문의 개수는 1∼2학년군에서 8.8개, 3∼4학년군에서 12.3개, 5∼6학년군에서 12.5개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의 특성이나 수학적 사고 수준에서의 차이로 인해 학년군별로 차

시당 발문의 분량에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학 수업에서 생성된 교사의 발문이 주로 사실 발문

이었다는 선행 연구(이지승, 2017; Barnes, 1990; Corey, 1940; Watson & Young, 1986)와 달리,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은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 특성상 산술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서 개념적 이해와 추론이 기초가 되므로(Baroody & Coslick, 1998), 사실 발문이나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보다는 학생의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추론 발문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

사 발문의 기초자료가 되는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서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 단원 및 규칙성 영

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도주원, 2021a, 2021b)과 마찬가지로,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추론 발문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실 수업에서 교사 발문은 교과서에 제시된 추론 발문보다는 수 개념 및 산술 절차

에 대한 개념적 이해 등을 확인하는 사실 발문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론 발문은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많이 나타났지만, 사실 발문과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학

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적게 나타났다. 추론 발문은 수의 체계 부분보다는 수의 연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다.

수의 체계 부분에서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적게 나타났지만, 수의 연산 부분에서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많이 나타나면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수의 체계보다는 추

론적 사고가 요구되는 수의 연산 관련 학습 내용의 비중이 커지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발문은

수의 체계 부분에서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수의 연산 부분에서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수의 체계보다는 수의 연산 관련 학습 내용의 비중이 커지

면서 새롭게 습득하게 되는 수의 연산 관련 절차 등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사실 발문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은 사실 발문이나 추론 발문과 다르게 수의 체계나 수의 연산 부분 모두에서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적게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1∼2학년군에서도 2.4%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학 교과

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서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는 수와 연산

영역은 주로 수 개념의 이해와 추론적 사고가 요구된다(Reys et al., 2015)는 사실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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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은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가장

많이 작용했으며, 이어서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많이 작용했다.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

도록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이 가장 적게 제시되었는데 이는 학년군별로 동일한 순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계산을 학생이 정답에 이르는 자신의 방식을 추론하게 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는 선행 연구(Reys et al., 2015) 및 수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산술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론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선행 연구(Baroody & Coslick, 1998)와 관련된 특성으로 보인다. 수와 연산

영역의 경우 수 개념과 사칙 연산의 계산 원리에 대해 학습하게 되므로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기 어려우므로 수

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의 경우 3∼4학년군, 1∼2학년군, 5∼6학년군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

난 3∼4학년군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 중 연산 관련 학습의 비중이 크므로, 수의 체계 부분보다는 수의 연산 부

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네 자리 수까지의 자연수의 체계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는 1∼2학년군에서는 수의

연산 부분보다는 수의 체계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5∼6학년군에서는 수의 체계 부분보다 분수와 소수의

범위에서 곱셈과 나눗셈, 자연수의 사칙계산 등 수의 연산 관련 학습 비중이 크므로, 수의 체계 부분보다 수의

연산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의 경우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적게 나타났다. 이는 수와 연산에 대

한 기초 학습을 하는 1∼2학년군의 경우 수의 연산 부분보다 네 자리 수까지 수의 체계 부분에서 주로 수학적

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나타난 것과 관련된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는 수의 체계 부분보다 자

연수의 사칙연산이 완성되는 3∼4학년군과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는 5∼6학년군의

수의 연산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의 경우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수의

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학적 추론과 같은 사고의 기능이 요구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

된다. 따라서 1∼2학년군과 3∼4학년군에서는 자연수의 사칙연산 등 수의 연산 부분보다 자연수, 분수, 소수 등

수의 체계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5∼6학년군에서는 수의 체계 부분보다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 등 수의

연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다.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의 경우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많이 나타났다. 이 기능은 모든 학년

군에서 수의 체계 부분보다 수의 연산 부분에서 큰 격차로 많이 나타났다.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

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구축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는 수학 지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능력 중 하나는 문제해결 능력이며,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공식을 분석

하고 개념화하기 위해 수학적 사고를 구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Chang & Silalahi, 2017)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의 경우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게 나타났다.

이 기능은 모든 학년군에서 수의 체계 부분보다 연산 사이의 관계 등 수의 연산 부분에서 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학의 수와 연산 영역의 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감각과 연산 감각의 신장이 중심이 되는 수와 연산 영

역의 학습 내용 성격에 적합한 발문의 유형 및 기능적 특성에 대한 교수학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등

학생은 연령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교사는 수학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인지적, 신체적, 사

회적 발달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을 제시해야 한다(Reys et al., 2015). 따라서, 교사는 효과

적인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습득한 수 개념과 연산 절차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

인하는 사실 발문과 두 수의 크기 비교나 연산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추론 발문, 분수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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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나 연산 사이의 관계 등 다른 수학적 지식 사이의 연결을 도와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별 특성과 발문의 작용 기능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년군별 발달 수준과 지도할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 성격에 적합한 발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

이디어의 표현 방법을 결정하고, 아이디어의 진위성을 추론하고, 수학적 절차에 아이디어를 적용하며 수학적 사

고 방식을 학습해야 하므로(Carpenter, Franke, & Lavi, 2003), 수와 연산 영역 지도 시 수와 연산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학년군별 초등수학 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특성이 다른 영역 단

원에 제시된 발문에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성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도형 영역 단

원과 측정 영역 단원에서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각 영역 단원간 발문의 특성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초등수학의 수와 연산 영역 단원 지도 시 적합한 발문 구안 및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상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여 발전적인 수와 연산 지도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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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Questions Presented in Chapters of Number and Operation 
Area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1)

Do, Joowon
Seoul Yongam Elementary School, 

Noksapyeong-daero 60-gil 39, Yongsan-gu, Seoul, Korea.
E-mail : dojoowon@naver.com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obtain teaching/learning implications for effective use of questions when teaching 
number and operation area, the types of questions presented in chapters of number and operation area of 2015 revised 
elementary math textbooks and the function of quest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grade cluster.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types of questions presented in chapters of number and operation area showed a high percentage of 
occurrences in the order of reasoning questions, factual questions, and open questions not calling for reasoning in 
common by grade cluster. And reasoning questions were predominant in all grade clusters. In addition, in all grade 
clasters, the proportion of questions acting as a function to help guess, invention, and solving problems and questions 
acting as a function to help mathematical reasoning were relatively high. As such, it can be inferred that the types and 
functions of the questions presented in chapters of number and operation area ar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content by grade cluster. This research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advanced 
teaching/learning plans by providing reference materials in the questions when teaching number and oper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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