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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에 대한 실제적 맥락 관점에서의 분석*

강윤지(서울홍연초등학교, 교사)

문장제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문제해결의 경험을 제공하

고 수학적 지식을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

습자의 수학 학습을 더욱 의미 있게 이끌 수 있다. 본 연

구는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를 실제적 맥락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교과서 집필 및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 수학 교과서

내 수와 연산 영역의 문장제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대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과 핀란드의 초등 수학 교과서

를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에

부자연스러운 맥락이나 소재를 설정하는 경우, 인위적인

수를 삽입하거나 문장제의 언어적 표현 및 삽화가 명료하

지 않게 제시되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학습

자가 문장제의 맥락을 실생활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거

나 문장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려울 수 있다. 추후 교과서 집필 시 학습자를 고려하

여 소재를 설정하고 삽화, 도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문장 및 삽화를 더 명료하게 구성하는 등 실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장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문장제는 수식을 활용한 문제가 수와 식으로 제시

되고 알고리즘의 조작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과 달리

일반 언어와 수학적 언어가 혼합되어 있으며 문장의

맥락과 요구하는 내용을 읽고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장제는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문제해결 계획 및 실행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

문에 문장제의 언어적 해석 및 수학적 요소의 파악까

지 두루 요구한다. 더 나아가 문장제는 구체적인 맥락

을 내포하여 학습자가 수학의 유용성 및 실용성을 경

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문장제는 실생활과의 관련

성을 통해 자신이 수행하는 수학적 활동에 의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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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활

용 가치를 가지게 된다(장혜원, 2002).

이러한 문장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제시

되는 문장제는 학생들이 접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구체

적으로 표현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한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조건을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

어야 하며 다양한 수학적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이대

현, 2009). 그러나 전통적인 수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문장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수학적 개념

및 알고리즘 적용을 연습하기 위한 용도로 여겨져 왔

다. 학습자는 반복된 연습과 훈련의 결과로 문장제에

제시된 현실 맥락에 대하여 고민하기보다 수학에 초점

을 맞춰야 하는 전통적인 수학 교육 관행과 실제적 맥

락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Inoue, 2005).

여러 연구자는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가 제시하는

맥락에 대한 고민 없이 수학 공식이나 연산을 적용하

여 비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경향에 대하여 주목하였

다(Boaler, 1993; Greer, 1993; Verschaffelet al., 1994;

Yoshida et al., 1997).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문제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실생활

문장제에 대한 전통적인 수학 교실의 사회 수학적 규

범과 교수학적 계약이 지목되었으며(Greer, 1997;

Reusser & Stebler, 1997) 인위적으로 구성된 수학 교

과서 내 문제의 맥락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Verschaffel et al., 1997a, 1997b). 특히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에서 제시하는 맥락은 우리가 생활하는 실생활

에 존재할 것 같은 상황보다 문제에 제시된 숫자들을

계산하여 답을 도출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인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민경, 2004;

Freudenthal, 1991). 맥락과 유리되어 작성된 문장제를

접하는 학생들은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고민하여 문

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수를 적고, 수

학적 연산을 선택하여 연산을 수행한다(Bailey, 2002).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나 수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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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여기기보다 실생활과 관계없는 퍼즐 풀이처

럼 인식하는 것이다(Reusser & Stebler, 1997).

최근 몇 년 동안 수학 교육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여 수학의 적용

을 강조하고 있다(NCTM, 1991; Cooper & Harries,

2002). 우리나라 역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

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표로 제

시하는 등 실생활 상황 및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교육

부, 2015a). 그러나 현행 초등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실생활

상황 및 맥락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수학 문장제의 학습 지도와 관련한 여러 국

내 선행 연구(김민경, 2004; 김민경 외, 2012; 정혜윤

외, 2020)이 진행되었으나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수학

적 모델링과 관련하여 문장제의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

며 문장제의 소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맥락 관점에서 교과서 내 문

장제를 살펴봄으로써 초등 수학 교과서 내 문장제 구

성의 적절성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

장제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제

의 소재와 상황 등이 실생활과 유리되지 않아야 한다

는 입장에서 실제적 맥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실제적 맥락이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특정한 상

황을 나타내야 하며, 상황의 중요한 측면들이 현실적

이면서 진정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의 측면은 문장제의 소재를 비롯하여 수학적 상황,

언어적 표현, 삽화 등 문장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두루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을 통하여 교과서에 제시

된 문장제를 살펴보고 더 적합한 문장제를 위한 대안

을 모색함으로써 초등 수학 교과서 집필 및 교수 학습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 문장제의 실제성

실생활 문장제는 수학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새로

운 개념 및 기술의 의미 있는 발달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수학의 응용과 수학적 모델

링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Boaler, 1993). 학생들은 문

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과 관련 있는 맥락을 경

험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실용적 가치는

물론 수학 학습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문장제의 구성은 학생들의 인지 수

준 및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실제적 맥락

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나 수

학 교과서의 과제에서 묘사된 실제 상황의 현실을 고

려하지 않으며, 문제의 해답이 실제 상황과 관련하여

터무니없게 여겨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Palm,

2008; Verschaffel et al., 2000).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한 기존 선

행 연구는 문제의 현실성(reality), 실생활(real life), 진

정성(authenticity), 실제성(practicality) 등의 용어에 주

목한다. Niss(1992)는 진정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실

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진실하게 묘

사해야 한다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진정한 수

학의 외적 상황은 수학 이외의 실제적인 연습이나 주

제 영역에 내재하여 있고, 그 영역에 진실한 객체, 현

상, 주제 또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영역에서 활

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

다. Palm(2008)은 진정성을 '진짜' 학교 밖 상황에 대

한 설명을 포함하는 수학적인 학교 과제와 실제 생활

상황 사이의 일치성이라고 설명한다. 진정한 과제는

현실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 과정은

실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Riyanto et

al.(2017)은 실제성을 사용하기 쉽고 해석 가능하며 모

호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처럼 수학 문장제

와 “실제 상황(real-world)” 사이의 일치성을 위한 용

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 및 연구

의 방향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

로 문장제의 맥락과 실제 상황 사이의 연결을 가리키

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의 기존 산술 문장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문장제에 설명된 학교 외의 맥락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이 타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 비판하며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Verschaffel et

al., 2000). Verschaffel et al.(2000)은 학생들이 실제 세

계의 "가짜 진정성"이나 장식적이지 않은 숫자와 수학

에서 "정말 실제적인" 문장제에 관여할 규칙적이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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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선행 연구

중 제시된 맥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예제 중

하나이다.

450명의 군인은 그들의 훈련 장소로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각 군용 버스는 36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다. 몇 대의 버스가 필요합니까? (버

스 문제, Verschaffel et al., 2000, p. 19)

만약 학습자가 버스 문제의 해답으로 12.5를 도출한

다면 이는 전통적인 학교 수학 문제가 학교 밖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실제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답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

답은 12.5가 아니라 13이 될 것이다. 실생활에서 버스

의 수를 12.5대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서의 문장제가 교실 밖의 맥락을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교 수학에서의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미 있는 문

제해결을 위하여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 및 맥락을 설

정하여 문제의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서 문장제의 실제적 맥락이 학습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문장제와 실제 생

활의 일치성과 관련된 여러 용어가 가리키는 바를 종

합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적 맥락의 관점에서 접근

한다. 문장제의 실생활 상황 및 맥락을 소재에만 국한

하지 않고 언어적 표현과 수학적 개념을 비롯하여 삽

화, 도식 등 문장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루 살펴보고 문장제 구성 및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학교 수학 문장제의 실제적 맥락 도입

문장제의 수행은 언어적 요인, 수학적 요인 및 그들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Daroczy et al.,

2020). 언어적 요인은 문장제의 주제를 구성하는 맥락

및 발문 등을 가리키고 수학적 요인은 수와 연산, 함

수, 방정식 등과 같은 수학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문장

제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요인과 수학적 요인을 분리하

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우선 언어적으로 문제의 구조를 인지한 다음 적절

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문제해결 과정에 적용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박장희 외, 2012). 그 결과, 문장제

는 수식으로 이루어진 문제와 달리 문제의 내용을 분

석하는 능력과 문장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수식으로 표

현하는 능력, 수학적 개념의 숙지와 연산 능력 및 수

학적 사고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장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

장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Duan et al.(2000)은 중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

장제를 해결하고 문제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문장제가 더 명확하게 서

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교사들

은 주어진 수치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

는 유일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

으며 문장제의 개선을 위하여 현실적인 수학적 모델링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Cooper & Harries(2002)는 '현실적(realistic)' 문제

에 대한 영국 어린이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탐구하였

다. 분석 결과. 적절하게 구성된 현실적 문제가 주어지

면 어린이들이 문제의 맥락에서 현실적인 반응을 도입

할 의지와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고 광범위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Palm(2008)은 문제의 맥락에 서술된 학교 외적 상

황과 관련하여 문제의 진정성이 학생들의 성향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표면적인 전략을 자주 사용하였고 문장제에

기술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풀이를 사용하였으나,

문제의 진정성이 향상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대한 지

식을 활성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진정

성은 교실에서 사용될 문장제의 개발과 선택에서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Riyanto et al.(2017)은 현실적 수학교육의 수학 모

델링 문제는 어떻게 유효하며 현실적 수학교육의 수학

모델링 문제는 어떻게 실용화되는지에 집중하였다. 전

문가 검증과 학생들의 의견과 답변을 바탕으로 타당하

면서 실제적인 수학적 모델링 문제를 생산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문장제의 실제적 맥락과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는 대부분 모델링의 관점에서 문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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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살펴보거나 문장제를 통하여 학습자의 실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여부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

다. 그 중 초등 수학 교과서 및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민경(2004)은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가 실생활 상

황을 반영하기보다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와 연산의 기

계적인 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문장제를 제시한 결과 대부분

의 초등학생은 문장제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였으며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을 단순히 계

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민경 외(2012)는 실생활 활

용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적 소재를 다루는지,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4학

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과서

는 미국 교과서보다 맥락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뿐 아

니라, 과정별 맥락성이 낮게 나타났다.

정혜윤 외(202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 기회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수학

교과서에는 여러 단계의 수행을 유도하는 다중 과제

비율이 높아졌으며 교과서 과제에서 학생들의 실생활

에 밀접한 상황이 더 높은 비율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모델링 단계

와 상황을 반영하는 과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문장제의 언어적 요인에 주목한 국내 선

행연구에서는 문장제를 구성하는 언어적 요인이 학습

자의 문제해결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문장을 구성할 때

수학 문장제의 문장 구조(강화나, 백석윤, 2009), 문장

복잡성(강윤지, 백석윤, 2020)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언

어적 능력의 미숙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문장제를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문법

적 은유의 일종인 명사화(이관희, 장혜원, 2021)의 기

능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표현을 명사화하려 표현하는

것은 수학적 대상화를 위한 개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학습자의 인지적 부

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문장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는 교수

학습 과정 중 문장제의 중요성과 맥락의 진정성에 대

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문장제에서 제시하

는 맥락이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관련 있어야 하며 학

생들에게 알맞게 구성된 문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적 맥락의 문제

를 통하여 현실과 수학 사이의 인지적 연결의 발달은

물론 학습자의 정서적, 동기부여 영역에 대한 긍정적

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를 실제적 맥

락 관점에서 살펴보고 교과서 집필 및 문제해결 교육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

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국정 교과서 내 문장

제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22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군의 검정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국정 교과서가 존재하

며 검정 교과서와 비교하였을 때 교육과정에 대한 대

표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문장제는 수와 연산 영

역의 문장제이며 실생활 상황을 포함하고 연산 과정이

기대되는 문제이다. 수와 연산 영역의 문장제는 다른

영역의 문장제와 비교하였을 때 실생활 상황이 명확하

게 제시되어 있으며 측정, 작도 등의 추가적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문장제의 본문만으로 문제해결에 필요

한 정보가 온전히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목

적에 더 적합하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에서도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의 의미를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등 수학적 개

념을 실생활과 관련지어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5a).

반면, 다른 영역의 문장제는 문장제의 상황이 명확하

게 제시되지 않거나 산술적 처리 대신 학습자의 특정

활동을 지시하는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정

보를 삽화나 도식 등에 의존하여 문제를 전개하는 경

우 등이 많아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문장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정보가 삽

화나 도식 등으로 표시되어 문장제의 문장만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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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할 수 없거나 산술 계산 대신 삽화에 그려진

대상의 개수를 세거나 지우는 등의 활동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현행 초등 수학 교과서 중

수와 연산 영역 단원의 문장제를 추출하여 연구 대상

으로 설정하였으며 개정 2007 교육과정 및 개정 2009

교육과정이 반영된 초등 수학 교과서 내 문장제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실생활 관점을 강조하

는 비교적 최근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함께 살

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문장제 서

술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 및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다른 나라의 교과서로는 미국 교과서와

핀란드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집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

며 본 연구에서 참고한 ‘Go Math!’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s(공통 핵심 주 표준안)를 충족시키는

수학 교과서로 수학 개념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의 수학 교과

서는 수학과 생활을 친밀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며 학

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을 사용하고 응용하면서

실생활과 관련지어 수학을 공부하도록 한다(Forsback

et al., 2018a). 그 중, OTAVA 출판사의 ‘Tuhattaituri’

시리즈는 핀란드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

이면서 핀란드의 최신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Tuhattaituri’ 시리즈를 다른 나라 언어권의 특성을 고

려하여 출간한 영어판 ‘STAR MATHS’ 시리즈의 국

내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2. 분석 절차 및 방법

실제적 맥락 관점에서 교과서 내 문장제를 살펴보

기 위하여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내 문장제를 추출하

여 분석하였다. 1차 분석을 통하여 초등 수학 교과서

내 문장제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대상을 수와 연산 영

역의 문장제 중 실생활 맥락이 포함된 문제로 선정하

였다. 이후 2차 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문장제 중 실제적 맥락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유

*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초등 수학

교과서를 각각 2007 초등 수학 교과서, 2009 초등 수학 교

과서 및 2015 초등 수학 교과서라고 지칭한다.

사한 문제점이 나타난 문장제를 부자연스러운 맥락이

나 소재를 설정하는 경우, 인위적인 수를 삽입하는 경

우, 언어적 표현 및 삽화가 어색한 경우 등으로 범주

화하였으며 초등교육 전문가 2인의 교차 검토를 통하

여 이러한 범주가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

로 3차 분석을 진행하여 각 문장제의 사례가 실제적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국의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과서와 유사한 사례 또는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탐

색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생활 기준에 충족하는 문장제의 수를

수량화하거나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및 다른 나라

교과서와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 맥락

관점에서 초등 수학 교과서 내 문장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나라 교과서의 문장제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을 탐색

하고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교수 학습 지

도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

초등 수학 교과서, 2009 초등 수학 교과서, 2015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 교과서에

서 동일한 수학적 개념을 다루는 단원에서 나타나는

문장제의 소재, 표현, 상황 및 수 등을 실제적 관점에

서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문장제가 발견되었거

나 개선된 형태로 문장제가 제시되었는지 살펴봄으로

써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Ⅳ. 연구 결과

1. 부자연스러운 맥락 및 소재를 설정하는 경우

문장제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상황

의 텍스트 설명이며(Verschaffel et al, 2000), 허구적이

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

의 유형이다(박장희 외, 2012). 이처럼 맥락이 포함된

문제에서 문제의 맥락은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된 것이

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맥락을

가진 문제로 경험되어야 한다. 문장제의 맥락을 설명

하기 위한 정보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거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문장제 학습을 위하여 실생활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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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지만, 초등 수학 교과

서의 문장제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맥락이나 소재를 설

정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림 1]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3학년 2학기 25쪽(교육

부, 2020b)

[그림 2] 2009 초등 수학 교과서 6학년 1학기 56쪽(교

육부, 2015c)

[그림 1]에서는 ‘수일이네 학교 학생들이 알뜰 장터

에서 판 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쌀을 사

주기로 하였습니다.’라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 문장은

서술되지 않아도 문제해결에 지장이 없는 문장으로 문

제해결에 필요한 언어적 소재나 수학적 소재를 포함하

고 있지 않다. 이처럼 맥락을 별도의 문장으로 삽입하

는 경우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읽어야 하는 문장의 양이 늘어

인지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을 연습하기 위하여

과일 주스를 나누어주는 상황을 설정한다. 그러나 실

생활에서 음료의 양을 측정할 때 분수로 표현하는 경

우는 드물다. 이처럼 문장제에 실생활 맥락을 삽입하

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의 맥락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학적 개념이 부자연스럽게 연결

된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밀가루의 양, 설탕의 양

등은 분수를 사용하여 표기하지 않지만 문장제에서 분

수의 연산을 연습하기 위하여 맥락으로 삽입되는 경우

가 여럿 나타났다.

[그림 3] 2007 초등 수학 교과서 2학년 1학기 115쪽(교

육과학기술부, 2012a)

[그림 4] 2009 초등 수학 교과서 2학년 2학기 51쪽

(교육과학기술부, 2015b)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나비의 날개는

위치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 기능이 다르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산량의 관점에서 나비의 날개가 4개라고 수

를 셀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각각 다른 개

체를 대상으로 수를 세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적절

하지 않다. 2007 초등 수학 교과서에 삽입된 문제인

[그림 3]에서는 삽화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삽화 내 나

비의 날개 또한 윗날개와 아랫날개가 다르게 그려져

있다. 2009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도 [그림 4]와 같이

동일한 소재를 다시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나비의 날

개가 각각 다른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나비 7마리의

날개가 모두 몇 장인지 묻는다. 반면 2015 초등 수학

교과서의 경우 비교적 동일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소

재로 문장제를 구성한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에 대한 실제적 맥락 관점에서의 분석 303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여겨지거나 동일하게 그린 삽화

를 추가하여 문장제를 보완한다. 2015 초등 수학 교과

서 곱셈 단원에 제시되는 문제 대부분이 풍선을 30개

씩 2묶음, 호두과자를 12개씩 4봉지, 달걀이 15개씩 9

판‘ 등으로 동일한 소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집필자의 의도 역시 같은 맥

락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는 대부분 문장제

를 언어적 서술의 형태인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장제의 해답은 계산의 결과를 숫자로 기재하는 단답

형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장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학생들은 문장제의 맥락을 이해

하지 않고 문장제에서 수학적 정보만을 추출하여 기계

적으로 해답을 구하게 될 수 있다.

[그림 5] 미국 초등 수학 교과서 Go Math 2권 43쪽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1a)

[그림 6]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 3학년 2-1권 45쪽

(Kiviluoma et al., 2018a)

반면, 미국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는 문제의 해답으

로 주관식뿐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여럿 제시하고 있

으며 이는 단답형을 주로 출제하는 우리나라의 초등

수학 교과서와 다른 점 중 하나이다. 또한, 답안의 경

우 [그림 5]처럼 맥락을 반영하는 문장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단순히 숫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맥락을 이해해야 알맞은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

고 있다.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도 학습자가 문

장제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그림 6]과 같이 정답을 적는 공간을

비운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장

제에서도 ‘( )개’, ‘( )마리’ 등 답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단답형으로 결과를 요구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반면, 미국 교과서와 핀란드

교과서는 맥락이 드러나는 문장을 통하여 학습자가 맥

락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답안을 제시한

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는 단순히 문제에 포함된 숫자

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며 자신이 구한 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수 있어 문장제의 맥락 이해를 위

한 문장제의 대안적인 형태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 내 문장제는 대부

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와

발문, 맥락을 위한 서술 위주로 서술된다. 문제해결이

강조된 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과서 속 문장제에 포함

된 수치 정보의 분석 결과, 정보과다 문제는 소량 제

시된 바 있으며 정보부족 문제의 경우 자칫 문장제의

오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부족 문제를 교과

서에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혜

원 외, 2019).

[그림 7]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6학년 1학기 20쪽(교

육부, 2020f)

[그림 7]은 2015 초등 수학 교과서에 삽입된 정보과

다 문제의 예시이다. 이 문제에는 문제의 해결에 사용

하지 않는 정보가 삽입되어 있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는 남은 매듭실의 길이이지 팔찌를 만들기 위해 3

명에게 나누어준 매듭실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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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경우는 앞서 언급한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수학적 개념과 관련 없이 문제의 맥락을 설명

하기 위한 문장을 추가한 경우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시하는 경우와 달리 학습자가 문

제를 이해하고 제시된 맥락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도록 의도하였음이 나타난다. 이처럼 정

보과다 문제를 삽입하는 경우 제시된 수의 조합만으로

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필연적으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기 때문이다.

[그림 8]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 2학년 2-1권 정보

과다 문제 59쪽(Forsback et al., 2018b)

[그림 9]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 2학년 2-1권 정보

과다 문제 79쪽(Forsback et al., 2018b)

핀란드 교과서에서는 [그림 8], [그림 9]처럼 정보과

다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조

건의 문장을 찾아 줄을 그어 지은 후, 문제를 풀어 보

세요.’라고 안내하여 정보과다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분명히 언급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맥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삽입된 문장이 아니라 학습자가 문장제

를 읽고 필요 없는 조건의 문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의

도한 것으로 학습자의 문장제 맥락 이해 및 고차원적

인 수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2. 인위적인 수를 삽입하는 경우

초등 수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학습자의 문제해

결을 돕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수를 설정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수이거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수를 삽입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문장제에 제시된 상황

이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상황이더라도 그 맥락

이 실제적이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

[그림 10]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3학년 1학기 82쪽

(교육부, 2020a)

[그림 11]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3학년 1학기 83쪽(교

육부, 2020a)

[그림 10]에서는 사과 상자의 단위를 25개, 19개로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경우로 [그림 11]에서는 딸기

한 상자를 39개 용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도 무게를 기준으로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10개 단위

가 아닌 임의의 개수로 과일이 담길 수 있지만 초등학

생이 과일을 상자 단위로 직접 구입할 기회가 적고 다

량의 과일을 접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그림 10]과 [그림 11]의

문제에 설정된 수치는 해당 차시의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산 연습을 돕기 위한 의도로 특정한 숫자를

배치한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인위적인 수를 삽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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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문장 중 삽입되는 수에 따라 계산의 난이도를 조

정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한 수와 관련된 연습을 가능

하게 할 수 있으나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게 낯선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림 12] 2007 초등 수학 교과서 2학년 1학기 63쪽

(교육과학기술부, 2012a)

[그림 13] 2007 초등 수학 교과서 2학년 2학기 37쪽(교

육과학기술부, 2012b)

2007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는 삽입되는 수로 인하

여 문제의 맥락이 실제적이지 않은 경우가 여럿 관찰

된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

겨지지만 [그림 12]처럼 다람쥐가 도토리를 72개 가지

고 있다가 25개를 먹고 36개를 주울 수도 없으며 [그

림 13]에서 초등학생으로 인식되는 준혁이와 정미가

200개가 넘는 도토리를 주울 수도 없다. 이는 문제해

결의 용이성을 위하여 문장제의 상황에 비현실적인 수

학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 상황에 인

위적인 수를 삽입하는 경우 문장제의 난이도 조절에는

요긴하겠으나 문장제의 실제적 맥락이 소실되며 학습

자는 문장제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실생활과 유리된

것처럼 인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학습자의 연산 연습

및 차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를 삽입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 상황의 맥락과 학

습자의 선행 경험을 고려하여 수를 설정한다면 문제의

실제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문장제의 언어적 표현이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

문장제는 언어적 표현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초등학생의 문장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주어진 문장제를 읽고 그 안에 제시된 정보를 인식하

는 과정에서 문장제의 문장 구조에 따라 그 문제가 요

구하는 수학적 내용이나 제시하는 정보가 실제와 다르

게 받아들이는 심리적 오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강

화나, 백석윤, 2009). 만약 학습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

제의 언어적 표현이 모호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

문장의 길이나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된 경우

학습자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바르

게 찾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림 14]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5학년 1학기 97쪽

(교육부, 2020d)

[그림 15] 2015 개정 수학 교과서 6학년 1학기 43쪽

(교육부, 2020f)

[그림 14]에서는 ‘준기네 모둠과 슬기네 모둠이 마신

쌀음료 양의 차’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림 15]에서

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문법적 은유 중 하나인 명

사화가 실현된 압축적인 표현으로 문장의 구성에 일관

성을 부여하고 수학적 대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구조의 문장이 서술된

것이다. 수학적 대상화를 위한 개체를 보다 쉽게 파악

할 수 있어(이관희, 장혜원, 2021) 학습자가 문장을 읽

고 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만, 동시에 일

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이해하

기 위한 인지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연령과 문해력을 고려하여 복잡한 문장으로 인하여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문장의 구조를 단

순화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강윤지, 백석윤, 2020).

이외에도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살

펴보면 학습자의 문제해결에서 나타나는 수학화를 돕

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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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언어적 표현이 여럿 관찰된다. 특히 분수 단원

의 경우 문장제를 구성하기 위한 일상적이지 않은 표

현이 다수 나타났다.

[그림 16]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3학년 2학기 91쪽

(교육부, 2020b)

[그림 17] 2007 초등 수학 교과서 3학년 1학기 106쪽

(교육과학기술부, 2012c)

[그림 16]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버지가 36개의 



만큼’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실생활에서 ‘몇분의 몇’과 같이 분수를 사용

한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9로 나눈 것 중 2만

큼’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에

서는 분수 단원의 문장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

로 어색한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17]과 같이

2007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분수를 활용한 문장제를 만들기 위하여

문장 중간에 분수를 삽입한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학생들은 실생활과 다르게 표현된 문장제를 읽으면서

문장제에서 구하고자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하거

나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

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삽화나 도식, 표 등을 활용

하여 접근함으로써 언어적 표현의 구성으로 인한 부담

을 완화할 수 있다.

외국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장제의 경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구성과 형태가 유연하다.

핀란드 교과서의 경우 문제에 삽화와 표 등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문장제의 언어적 표현을 더욱 명료하게

구성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학적

정보를 문장으로만 기술하는 대신 시각적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장제의

본문을 더욱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수학적인 정보를 문장으로 구성하기 어색한 경우를 보

완하여 문장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도 수학적 정보를 삽화로 삽입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핀란드 교과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삽화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18]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 4학년 2-1권 46

쪽(Kiviluoma et al., 2018b)

[그림 18]의 경우 분수를 활용한 문장제에서 각 활

동에 따른 시간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분수의 덧셈에 대한 문장제를 구성하면서 문장에 분수

를 삽입하지 않아도 문제를 구성할 수 있어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다. 분수의 연산에 대한 문장

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나 삽화를 활용하여 문제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9]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 1학년 2-1권 67

쪽(Forsback et al., 2018a)

[그림 19]의 경우 해당 문제를 문장의 형태만으로

서술하려면 공룡 장난감을 구입하려는 상황과 빨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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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과 노란 공룡의 가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긴 문장이

여럿 요구된 것이다. 그러나 예시처럼 삽화에 수학적

정보를 포함할 경우 문장을 더욱 간략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구해야 하는 바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문제 구성 시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삽화를 삽입하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안내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정보를 선별하도

록 의도할 수 있다(강윤지, 장혜원, 2022).

[그림 20] 미국 초등 교과서 3권 304쪽(Houghton

Mifflin Harcourt, 2011b)

미국 교과서의 경우 [그림 20]과 같이 결과를 먼저

주고 학습자에게 질문하기도 하는 등 문장제의 문장

구성이 더 자유롭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문장제를 작성하면서 실제 세계에 대한 통찰

과 고려를 기반으로 하는 상황과 시나리오를 "수학화"

할 수 있을 것이다(Barwell, 2011).

4. 삽화가 맥락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2015 초등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던 중 문장제에 제

시된 상황이 삽화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삽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 문장제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교과서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문장제의 삽화는 내용을 충실하

게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자의 문제해

결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림 21]의 경우 문장제의 본문에서 향초 만들기

체험장의 넓이와 가로의 길이를 제시하여 세로의 길이

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삽화에서는 학생 2

명과 함께 작업대를 묘사하고 있다. 문제에서 설명하

는 대상은 향초 만들기 체험장으로 ‘체험장’이라는 공

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제시된 삽화는 체험장보

다 작업대에 더 어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학생 2명에게 알맞을 크기로 보이는 작업대의 가로의

길이를 3m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것은 학생들의 길이

에 대한 양감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작업대의 가로

의 길이를 3m로 나타내고 싶다면 더 많은 수의 학생

들을 삽화에 삽입하거나 삽화에 그려진 학생들을 더

작은 크기로 묘사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문제가 요구

하는 체험장의 세로는 2.08m이지만 삽화에서 제시되는

작업대의 삽화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가 문제에서 제시

하는 수치와 반영되지 않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그림 21]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6학년 1학기 60쪽

(교육부, 2020f)

[그림 22]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5학년 2학기 36쪽(교

육부, 2020fe

[그림 23]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5학년 2학기 37쪽(교

육부, 2020e)

[그림 22]과 [그림 23]은 동일한 차시에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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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장제이다. 이때 [그림 22]에 삽입된 준기의

끈의 길이는 2m이며 연수의 끈의 길이는 4m이다. [그

림 23]에 삽입된 지혜의 끈의 길이는 


m이며 슬기의

끈의 길이는 


m이다. 하지만 삽화는 실제 끈의 길이

를 고려하지 않고 그려져 있으며 연수, 슬기, 준기, 지

혜의 순서로 끈의 길이가 길게 그려져 있다. 계산한

결과를 반영하면 연수, 준기, 슬기, 지혜의 순서로 끈의

길이가 길게 그려져야 한다.

[그림 24]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4학년 1학기 68쪽

(교육부, 2020c)

[그림 25] 2015 초등 수학 교과서 6학년 1학기 30쪽

(교육부, 2020g)

[그림 24]에서는 헌책 180권을 30권씩 나누어 몇 묶

음이 되는지를 묻고 있다. 헌책 180권은 30권씩 나누

어 6묶음을 만들 수 있지만 교과서 삽화에서는 끈으로

묶인 헌책 4묶음과 아직 묶이기 전의 헌책 3묶음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삽화에서 헌책 7

묶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그림 25]에

서는 철사 1.2m를 이용하여 철사 0.4m가 필요한 꽃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제시된 철사

로 꽃 모양을 3개 만들 수 있지만 교과서 삽화에서는

꽃모양을 5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

과서의 삽화가 오히려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에 제시된 수를 변경하거나

삽화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등 수학 교과서에 삽입된 문장제를 실

제적 맥락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초등 수학 교과서

집필 시 문장제 구성의 방향과 학교 수학에서의 문장

제 학습 지도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장제를 살펴보

았으며 미국과 핀란드의 초등 수학 교과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진정성 있는 문장제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에게 적절한 맥락을 설정해야 한다. 문

장제에 실생활과 관련된 맥락을 제시하는 경우 문장제

의 소재 및 상황을 설정하면서 학습자의 연령 및 배경

지식, 선행 지식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일부 학생

들은 문장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

지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문장제에 제시된

맥락이 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문제 이해의 난이

도를 상승시켜 문제해결 과정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미 없는 맥락이 제시된 경우 오히려 문장제의

맥락이 문장제의 이해 및 해결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비현실적인 문장제를 마주하

게 될 경우 비현실적인 답을 도출하게 되며 이러한 상

황이 반복된다면 학교 수학에서의 문장제를 실생활에

서의 것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학

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 맥락에 대하여 고민하

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

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맥락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실제적 맥락에 적절한 수를 삽입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익숙한 소재를 제시하더라도 문제에 인위

적인 수를 설정하는 경우 문장제의 소재와 별개로 문

장제의 맥락이 실제적이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며 학

생들이 문장제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지 못하고 기계

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학

습자가 문제를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문장제의

소재와 상황뿐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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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수치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추후 문장제 집필 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한 자

연스러운 맥락의 수를 설정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효과

적인 학습을 의도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이해를 고려한 문장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의 경우 매 차시의

구성 및 문장제의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

다. 더욱이, 문장제의 발문을 간결하게 서술하려는 과

정에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압축적인 표현이 나

타나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사용되어 학습자의

문장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일상적이거나 복잡성

이 낮은 구조의 문장으로 서술하고 필수적인 정보나

맥락을 삽화나 표 등을 활용하여 노출함으로써 학습자

의 문장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불필요한 문제 상황이

라면 오히려 맥락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문장제의 맥락이 적절하게 구현된 삽화를 제

시해야 한다. 문장제의 삽화는 학습자가 문장제의 맥

락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자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의도로 삽입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장제에

서 문장제의 본문에서 지시하는 내용과 다르게 삽화가

삽입되거나 수치가 삽화에 바르게 구현되지 않는 등

문장제에 제시된 삽화의 내용과 형태가 오히려 문장제

의 상황을 왜곡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학

습자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삽화가 오히려 학습자에

게 혼란을 주고 적절한 어림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

서 문장제에 삽화를 제시하는 경우 문제의 상황과 제

시된 수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삽화의 내용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문장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문장제는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필요한 정보가 제외되는 경우가 드물며 수치화된 답을

요구하는 형태로 서술되고 대부분의 문장제가 문장으

로만 구성되어 있다. 반면,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살펴

보면 의도적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문

장제에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객관식으

로 보기를 제시하고 다양한 삽화, 표, 도식 등을 활용

하는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문장제를 통하여 맥락과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장제의 문장이 기존

의 교과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장제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문제해결의 대상일 뿐

아니라 실생활과 수학을 연결 짓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실제적 맥락이 포함된 문장제를 해결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수학적 지식과 개념을 활용하여 실생활

상황과 수학을 연결할 수 있고 수학의 실용적 가치를

인식하여 수학을 내면화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 교과

서의 문장제가 더 실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제시된다

면 더욱 효과적인 수학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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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problems can lead learners to more meaningfully learn mathematics by providing learners with 
various problem-solving experiences and guiding them to apply mathematical knowledge to the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textbook writing and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by examining the word problem of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context. The word problem of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was examined, and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United States and Finland were referenced to find specific alternatives. As 
a result, when setting an unnatural context or subject to the word problem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artificial numbers were inserted or verbal expressions and illustrations were presented 
unclearly. In this case, it may be difficult for learners to recognize the context of the word problem as 
separate from real life or to solve the problem by understanding the content required by the word 
probl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various types of word problems in practical contexts, 
such as setting up situations in consideration of learners in textbooks, actively using illustrations and 
diagrams, and organizing verbal expressions and illustrations more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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