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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4학년군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수·학습 요소 분석1)

선우진(조종초등학교, 교사)

방정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호와 동치는 초등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

심적인 필수 개념이지만 이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호 및 동치를

강조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요소(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수

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된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 10종을 분석하

여 등호 및 동치를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경향

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

미를 강조하는 활동이 가장 많이 구현되었고, 등식을 추론

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활용하는

활동은 드물었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수학 교

과서에서 등호 및 동치를 의미 있게 지도하는 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 서론

등호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도입되는 기호로, 이

에 대한 이해는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개념

중 하나이다. 그리고 등호를 사용하여 두 양 사이의

‘동치(equivalence)’를 나타냄을 아는 것은 수의 체계,

연산의 기본 원리와 성질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토대이며, 나아가 양의 측정이나 두 양 사이의 관

계를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 대수적 사고(algebraic

thinking)가 강조되면서 특히 등호 및 동치에 대한 이

해가 강조된다. 예를 들어, Blanton 외(2011, 2015)는

* 접수일(2022년 10월 14일), 심사(수정)일(2022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2022년 10월 26일)

* MSC 2000분류 : 97U20

* 주제어 : 등호, 동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 교신저자 : jeongsuk@knue.ac.kr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이 동치, 식(expressions), 등

식(equations)1)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등호를 배우지만, 그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사용

하기는 쉽지 않다(임재훈, 2013). 학생들은 등호를 ‘는/

은’으로 읽고 계산 결과를 쓰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관

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방정숙과 최인영(2016)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대수적 사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

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약 55%는 등호의 의미를 정확

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등식의 참·거짓을 판별할 때는

관계적 전략을 사용하여 등식을 비교하기보다 주로 계

산 결과를 비교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김정원 외

(2016)는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호

이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고학년 학생

들도 등호의 의미를 ‘문제에 대한 답’으로 잘못 인식하

는 경우가 많았고, 등식 문제를 해결할 때 등식의 구

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등호와 동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나라 수학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도 증가한 점은 고

무적이다. 예를 들어, 백대현(2020)이 2015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등식은 수와 연산 영역 중 특정 단원

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때 등호는 주로

연산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연산

적 의미가 강조된 등식은 주로 두 수를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구하는 전형적인 형태(a±b=c)로 제시된다는

1) 본 논문에서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두 양 사이의 동치

를 나타낸 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등호를 사용하지

않은 식을 언급할 때, 특히 수와 연산 기호로만 표현된 경

우에는 수식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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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하며 교과서에서 다루는 등식의 형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Do(2022)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등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에

서는 등호를 주로 두 양의 수학적 의미가 서로 ‘같음

(equal)’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

서에서 등호 및 동치가 다루어지는 실태를 분석함으로

써 등호 및 동치를 명시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을 부각

했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주로

교과서에 제시된 등식의 의미나 형태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등호 및 동치를

지도하는 요소에 초점을 두어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

터 적용되기 시작한 초등학교 3∼4학년군 수학 검정교

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서 등호 및 동치를 지도하

는 방안과 관련된 최근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추후 교

과서 개발에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

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기

호인데, 이때 ‘같다’라는 의미는 수학에서 크게 ‘등가

(identify)’, ‘상등(equality)’, ‘동치(equivalence)’의 의미

로 해석된다(이종희, 김선희, 2003 재인용). 등호의 의

미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때 등호를 양 사이의 동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

용하는 것은 양변을 등가와 상등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이종희, 김선희, 2003).

대수적 사고에 따르면, 등호는 두 양 사이의 관계가

동치임을 나타내는 기호이다(Blanton et al, 2011). 다

시 말해, 등호는 등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좌변

과 우변의 대칭, 좌변과 우변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

지만 서로 같음을 나타낸다(이종희, 김선희, 2003). 이

에 초등학교에서 대수적 사고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관계적 이해(relational

understanding)를 강조한다. 등식이 옳은지 판단할 때

또는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에서 미지수를 찾을 때 관

계적 이해를 통해 식의 계산에 의존하기보다 등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방정숙, 이유

진, 2022).

구분 의미

등가

(identify)

· 항등식. 등식에 포함된 기호에 어

떤 값을 대입해도 언제나 성립하

는 것

· 양변이 동일한 값을 산출한다는 것

(예, 2+5=3+4)

상등

(equality)

· 변하지 않는 특징이 같음

· 수학적 대상이 같음

· 등호의 양변 자체가 아니라 양변이

가리키는 대상이 같음 (예, 집합에

서 A=B)

동치

(equivalence)

· 반사율, 대칭율, 추이율이 성립하는

관계

· 등가와 상등을 포함하는 의미

[표 1] ‘같다’에 대한 세 가지 의미

반면에 주어진 식을 계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

거나 등호를 계산을 명령하는 기호로 인식하는 사고는

등호 및 동치에 대해 계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또는 연산적 사고(operational thinking)로 구

분한다(Blanton et al., 2015). 예를 들어 57+22 = 58+21

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했을

때, ‘58은 57보다 1 크지만 21은 22보다 1 작으므로,

57+22 = 58+21이 옳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등식의 구

조를 바탕으로 동치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관계적 이

해를 보인 설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57+22 =

79이고, 58+21 = 79이므로 57+22 = 58+21이 옳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계산적 사고로 구분된다. 정리하면,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는 등호가 두 양의 동치를 나

타내는 기호라는 것을 알고 등식의 구조를 인식하며

추론할 수 있는 사고를 일컫는다.

2. 등호 및 동치에 대한 지도 방안

본 절에서는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중 Fonger 외(2018)는 Blanton

외(2015)의 연구를 확장하여 수학적 동치(mathematical

equivalence)를 중심으로 일종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체계적인 학습 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2)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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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교육과정의 틀
(Curricular
framework)

핵심 아이디어
(Big idea)

· 동치, 식, 등식, 부등식 · 대수적 사고 관행(practice)
· 일반화하여 표현하기

핵심 개념
(Core concept) · 등호는 두 양의 동치 또는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학습 목표
(Learning goals)

· 등호는 (연산적이기보다) 관계적인 기호라는 것을 이해하기
· 등식의 의미를 해석하기(예, a=a)

교육과정의
발달과정
(Curricular
progression)

학년 기대 수준
(Grade-level
expectations)

· 3학년에서는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지도하기 시작한다. 이
를 위해, 등식에 대한 참·거짓 판단이나 미지수가 포함된 문제
해결을 통해 기호 ‘=’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이때 참·
거짓 문제나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은 덧셈식부터 시작하고, 이
후 뺄셈식과 곱셈식을 포함한다. …(중략)…

구체화된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의 다양한 의미를 인식하기
· 다양한 형태의 등식을 해석하기(예, a+b=c 이외의 형태)
· 등호를 관계적으로 해석하고 등식의 구조적 관계를 추론하여
미지수가 포함된 문제 해결하기

교수학적 계열
(Instructional
sequence)

수업 초점
(Lesson focus)

· 1차시: 등호에 대해 관계적으로 이해하기, 등식의 참·거짓을 인
식하고 그 이유를 추론하며 등호에 대해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배우기

· 2차시: 등호에 대해 관계적으로 이해하기, 열린 등식을 사용하
여 등호에 대해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배우기

수업 목표
(Lesson
objective)

·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등식의 참·거짓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추론하며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신장하기

·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해결하며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신장하기. 이때 해결 방안은 산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
고 등식에서 구조적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추론할 수도 있음

과제 예시

· 다음 중 옳은 식은 어느 것입니까?
4+6=10, 4+6=10+0, 10=4+6, 10=10 …

· 네가 생각하는 등호의 의미를 말로 설명해 보세요.
· 다음 식이 참이 되는 수를 찾아보세요.
4+6=□+6, 4+7=□+8, 0+□=21, 8=□ …

[표 2] Fonger 외(2018)에서 제안한 학습 발달과정의 일부(초등학교 3학년 기준)

발하였다([표 2] 참조). Fonger 외(2018)는 초등학교 3

학년 수학에서 등호 및 동치를 지도하기 위해 어떤 핵

심 개념을 어떻게 성취수준으로 구체화하는지, 나아가

그에 따른 교수학적 계열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제시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등호 및 동치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등호는

(연산적이기보다) 관계적인 기호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학습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수학 수업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등식의 참·거

짓을 판별하는 활동,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해결하

2) Fonger 외(2018)의 학습 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

은 원래 Curricular framework, Curricular progression,

Assessment, Instructional sequence, Level of

sophistication in students’ think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본 절에서는 등호 및 동치 개념의 지도 방안에 초점

을 두어 Curricular framework, Curricular progression,

Instructional sequence만 제시하였다.

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유진(2021)은 등호를 관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표 3]과 같이 세 가지의 교수·학습 요소를 도출하고

관련 설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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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요소

설명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 관계적 단어나 모델 등을 활용

하여 등식을 표현함으로써 관

계적으로 인식하기

· 양을 비교하고 관계를 기호(< ,

>, =)로 표현하기

· 다양한 구조의 등식 표현하기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 등식을 실행해야 하는 일련의

계산이 아닌 등식 자체를 추론

하기

· 등식의 양변을 비교하여 등식

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

·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미지수

가 포함된 등식 과제 해결하기

· 등식의 양변을 비교하고 두 양

의 관계를 살펴 □ 값 구하기

[표 3]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강조한 교수·학습

요소 및 이에 대한 설명(이유진, 2021, p. 21)

위 요소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등호 및 동치를 지도

할 때 공통으로 강조되는 활동을 종합했으며, Fonger

외(2018)의 연구에서 제안한 등호 및 동치 관련 활동

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등

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를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의 지

도 방안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과서 분석 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등호 및 동치와 관련하여 교과서를 분

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수학 교

과서에서 등호와 동치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검토하

고,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기존의

수학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는 주로 등호의 의미와 형

태를 중심으로 수학 교과서를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첫째,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주로 수와 연산

영역에서 등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개 a±b = c 형태

로 제시된다. 둘째,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등호

를 관계적인 의미로 다루기보다 연산적인 의미로 다룬

다. 본 연구에서는 검정교과서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

의 지도 방안을 초점으로 분석하되, 선행연구에서 제

기된 한계점이 검정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의 측면도 논의하였다.

주요
연구

분석 대상 주요 시사점

기정순,

정영옥

(2008)

7차 개정

수학 교과서

수학익힘

· 주로 a±b=c 형태의 등
식이 제시됨
· 미지수는 주로 등호의
오른쪽에 위치함

임재훈

(2013)

2009 개정

수학

교과서

· 2009 개정 수학 교과서
에서는 2007 개정 수학
교과서 보다 등호의 의
미를 시각적으로 강조하
여 지도함
· 등호와 부등호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룸. 등
호는 연산 차시, 부등호
는 수의 대소 비교 차시
에서 다룸

백대현

(2017)

2015 개정

수학 교과서

1∼2학년
2009 개정

수학 교과서

3∼6학년

· 계산 과정이 대부분 세
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등식으로 제시되
지 않음
· 연산의 성질과 등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백대현

(2020)

2015 개정

수학 교과서

· 등식은 1∼2학년군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3∼4학년군에 가장 적게
제시되었음
· a=a 꼴의 등식도 제시
될 필요가 있음
· 등식의 약 85.7%는 수
와 연산 영역에 제시됨
· 등식의 약 89.0%는 등
호를 연산적인 의미로
나타내며, 주로 a±b=c
형태임

이유진

(2021)

2015 개정

수학 교과서

수학익힘

· 1∼4학년까지는 등호
왼쪽에 연산이 있는 구
조가 약 70% 이상임
· 등식은 수와 연산 영역
에서 주로 제시됨
· 수와 연산 영역에 제시
된 등식의 약 70%는 등
호 왼쪽에 연산이 있는
구조임

Lee &

Park

(2022)

2015 개정

수학

교과서와

미국교과서

·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
학 교과서에서는 미국과
비교하여 등호의 의미를
관계적으로 다루기보다
연산적으로 다룸

[표 4] 등호와 동치에 대한 교과서 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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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3∼4

학년군 수학 검정교과서(이후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라 칭함)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의 지도 방

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5 개정 3∼4

학년군 검정교과서는 금성출판 1종, 대교출판 1종, 두

산동아 2종, 미래엔 1종, 비상교육 1종, 아이스크림 1

종, 천재교육 2종, YBM 1종을 포함하여 총 10종이며,

본 연구에서는 10종의 교과서를 임의로 교과서 A, B,

C, D, E, F, G, H, I, J로 표기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각 10종의 교과서마다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

년 1학기, 4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 4권씩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총 40권을 분석하였다4).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수

학 검정교과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한계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또한 등호의 의미나 형태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살펴보기보다는 등호 및 동치를 강조하기 위한 교수·

학습 요소가 수학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등호 및 동치에 대

한 개념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수와 연산 영역(백

대현, 2020)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의 지도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이

유진(2021)이 제안한 세 가지의 교수·학습 요소(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등식을 추론의 대상

3) 본 연구의 목적은 10종 교과서의 상대적인 비교 분석이

아니기에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수·학습 요소의 분포를

밝힐 때는 임의 표기된 교과서명을 활용하였다.

4)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검정교과서는 강완 외(2022a, 2022b,

2022c, 2022d), 김성여 외(2022a, 2022b, 2022c, 2022d), 류

희찬 외(2022a, 2022b, 2022c, 2022d), 박교식 외(2022a,

2022b, 2022c, 2022d), 박만구 외(2022a, 2022b, 2022c,

2022d), 박성선 외(2022a, 2022b, 2022c, 2022d), 신항균 외

(2022a, 2022b, 2022c, 2022d), 안병곤 외(2022a, 2022b,

2022c, 2022d), 장혜원 외(2022a, 2022b, 2022c, 2022d), 한

대희 외(2022a, 2022b, 2022c, 2022d)이다.

으로 다루기,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를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표 5]와 같이 세 가지의

요소와 그에 따른 설명을 바탕으로 각 기준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 질문을 마련하였다5).

분석기준 하위 질문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 학생에게 등식을 표현하게 했

는가?

· 양 사이의 관계를 기호(< , >,

=)로 제시했거나 학생에게 표

현하게 했는가?

· 다양한 구조의 등식을 제시했

거나 학생에게 표현하게 했는

가?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 수식이나 등식을 실행해야 하는

일련의 계산이 아닌 그 자체로

추론하게 했는가?

· 등식의 양변을 비교하게 했는

가?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

·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미지수

가 포함된 등식 과제를 제시했

는가?

· 등식의 양변을 비교하고 두 양

의 관계를 살펴 □ 값을 구하

게 했는가?

[표 5] 분석기준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

는 단원을 확인하였다. 이때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가 지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순차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각 학기별로 [표 6]과 같이 단원들

을 정리하여 분석했다. 이 단원들은 검정교과서 10종

에서 모두 동일한 학기에 다루고 있어 각 출판사별 활

동을 비교하기 용이했다. 다만 출판사에 따라 도입 차

시나 특화 차시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검정교과서의 도입 차시와 특화 차시를

제외한 본 차시와 단원평가 차시만을 분석하였다.

5) [표 5]의 하위 질문은 [표 3]의 설명과의 일관성을 검토하

면서 최종 수정·보완된 것이다. 다만, [표 3]의 설명 중 ‘관

계적 단어나 모델 등을 활용하여 등식을 표현함으로써 관

계적으로 인식하기’의 경우는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적어도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등식을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얼

마나 제공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등식 표현’에 초점을

둔 하위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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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단원명

3학년

1학기

· 덧셈과 뺄셈 · 나눗셈

· 곱셈 · 분수와 소수

3학년

2학기

· 곱셈 · 나눗셈

· 분수

4학년

1학기

· 큰 수

· 곱셈과 나눗셈

4학년

2학기

· 분수의 덧셈과 뺄셈

· 소수의 덧셈과 뺄셈

[표 6] 분석 단원

다음으로 본 차시와 단원평가 차시를 분석할 때는

‘활동’ 단위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활동이란 교과서 차

시를 구성하는 각각의 과제로서, 대개 하나의 번호나

아이콘으로 구분된다6).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원의 전

체 활동 수와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가 담겨

있는 활동 수를 각각 세어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하나

의 활동 안에 등호 및 등식에 대한 교수·학습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 중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 판

단하여 해당 요소마다 1씩 부과하였다([표 5] 참조).

각 교수·학습 요소에 따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이

후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라 칭함)는 교과서 활동에

등호 또는 부등호를 사용하여 양 사이의 관계를 명시

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등호를 사

용한 등식이 제시된 경우, 등식을 완성해야 하는 경우,

부등호를 사용하여 부등식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 ‘식’

을 쓰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단

‘235+135’와 같이 수식만 제시된 경우는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보다 연산적 이해를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예, 기정순, 정영옥, 2008)를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둘

째,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는 등호가 포함된

등식, 또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은 수식을 계산해야 하

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

6) 일부 차시에는 ‘정리하기, 약속하기’와 같이 수학 개념 및

원리를 정리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때 수학 개념 및 원리

를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별도의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문제해결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활동

으로 포함하였다.

게 하는 활동이나 발문이다. 예를 들어, 4×23과 23×4를

비교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미지수가 포함

된 등식 활용하기’는 등식 또는 부등식을 제시할 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이른다. 단 등식의 구

조에서 의미 있는 위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235 +135 =□’와 같이 단지 계산 결과를 써야 하는 경

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때, 일부 활동은 두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기도 했

는데, 그 경우에는 관련 요소에 각각 0.5씩 부과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왼쪽에는 두 식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오른쪽에는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완성하게

하였다. 이에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와 미지

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에 각각 0.5씩 부과하였다.

[그림 1] 등호 및 동치에 대한 두 교수·학습 요소가

포함된 활동의 예(류희찬 외, 2022b, p. 30)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 방법에 따라 두 연

구자가 임의의 교과서 한 권을 선정하여 각자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논의하며 분석기준별 신뢰도 90% 이상

을 확보한 후 각자 검정교과서 5종씩을 나누어 분석하

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검정교과서에서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가 다루어지는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를 분석하며, 각 교수·학습 요소

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사례와 특징적인 사례를 선정하

였다. 이때 전형적인 사례는 등호 및 동치의 지도와

관련하여 검정교과서 10종에서 두루 유사한 형태로 다

루어진 활동이며, 특징적인 사례는 등호 및 동치를 지

도하는 개선 방향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

를 중심으로 검정교과서에서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

습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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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별 빈도 분석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 10종의 수와 연

산 영역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별

빈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7], [그림 2]와 같다.

먼저 검정교과서의 결과를 학년과 학기별로 확인하면,

대체로 3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의 순으로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

수·학습 요소가 많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그중 3학년 1학기에는 자연수의 사칙계산 및 분

수와 소수 단원까지 총 4개의 수와 연산 단원이 포함

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에 4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 포함되어 수와 연산 영역의 단

원이 2개뿐임에도 불구하고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

수·학습 요소가 약 31.4%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 비율이

비단 단원의 개수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에는 자연수의

곱셈, 자연수의 나눗셈, 분수에 해당하는 3개의 단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를

다룬 비율은 약 21.6%에 지나지 않았다.

학년
학기

교수·학습
요소＊

빈도
(활동 수)

비율＊＊
(%)

3-1

등호 의미 382.5 30.8

33.4등식 추론 8.5 0.7

등식 활용 24 1.9

3-2

등호 의미 206.5 17.8

21.6등식 추론 25 2.2

등식 활용 18 1.6

4-1

등호 의미 137.5 19.0

27.9등식 추론 20.5 2.8

등식 활용 44 6.1

4-2

등호 의미 197.5 27.2

31.4등식 추론 0 0.0

등식 활용 30.5 4.2

＊등호 의미(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등식 추론(등식을 추론의 대
상으로 다루기), 등식 활용(미지수를 포함한 등식 활용하기)를 나
타냄

＊＊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가 포함된 활동 수) / (분석
단원의 전체 활동 수) × 100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7]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별 빈도 및 비율

[그림 2]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별 비율

다음으로 [표 7],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

으로 모든 학년 및 학기에서는 등호 및 동치의 교수·

학습 요소 중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가 가장 많이 구

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지수가 포함된 등

식 활용하기’,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순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두 요소의 비율 간 큰 차

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3∼4학년군 검

정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수·

학습 요소가 특정 요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구체적으로 대다수 검정교과서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의 활동을 구성할 때 등호를 사용하여 식을 표현

하거나 부등식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등식을 추론의 대상

으로 다루거나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의 활용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의 단

원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검정교과서 10종은 동일한 단원을

구성하더라도 교과서별로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수·

학습 요소를 포함하는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

러나 대체로 단원별로 등호 및 동치를 지도하는 요소

의 비율 분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검정교과서 10종은 평균적으로 3학년 1학기 나눗

셈 단원에서 등호 및 동치 관련 활동을 가장 많이 제

시했고(약 74.4%), 다음으로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

과 뺄셈 단원(약 46.5%), 4학년 1학기 곱셈과 나눗셈

단원(약 41.7%) 순이었다. 다만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자

연수의 사칙연산을 다루는 단원 간에도 등호 및 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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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교과서

단원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전체

평균

(%)

3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 9.7＊ 25.0 2.8 37.5 14.7 55.6 5.9 3.4 0.0 27.6 17.6

나눗셈＊＊ 81.0 52.2 72.4 73.9 85.2 80.0 55.6 84.0 80.8 80.0 74.4

곱셈 6.7 41.2 6.5 27.6 32.1 53.8 18.8 12.9 11.5 48.3 25.7

분수와 소수　 26.8 13.6 38.2 20.5 23.8 47.8 23.3 22.0 34.2 24.3 26.1

3학년

2학기

곱셈　 8.9 34.9 18.2 40.0 28.2 58.1 15.4 11.9 16.7 44.4 26.1

나눗셈　 12.0 30.6 30.8 44.4 33.7 35.3 33.3 15.1 15.9 21.1 26.3

분수　 13.3 11.4 3.8 11.8 3.0 9.7 13.9 20.0 3.6 3.2 9.6

4학년

1학기

큰 수　 12.8 13.5 14.7 13.9 22.9 27.3 8.3 17.1 14.7 19.0 16.0

곱셈과 나눗셈 32.4 34.6 51.5 48.3 50.0 48.5 20.0 58.1 34.5 46.4 41.7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뺄셈 32.6 48.7 42.9 53.3 66.7 48.3 27.6 57.1 37.5 55.6 46.5

소수의 덧셈·뺄셈 11.8 26.0 7.3 29.3 42.1 30.2 9.4 20.0 17.5 14.0 20.6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가 포함된 활동 수) / (분석 단원의 전체 활동 수) × 100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전체 평균이 40% 이상인 단원에 음영 표시함

[표 8] 검정교과서의 단원별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수·학습 요소 분포

의 교수·학습 요소를 다루는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

이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 분포를 살펴보면, 자연

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는 평균 17.6%, 자연수의

나눗셈 단원에서는 평균 74.4%, 자연수의 곱셈 단원에

서는 평균 25.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학년,

동일한 내용 영역에서도 등호 및 동치를 다루는 빈도

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각각의 교수·학습 요소

별로 각 학년-학기마다 해당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었

는지 예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였다.

2.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교수·학습 요소별 분석

가.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에서 관계적 기호

로서 등호의 의미를 강조한 활동의 전형적인 예를 정

리하면 [표 9]와 같다. 먼저 3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는

나눗셈식 표현에 대한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나눗셈 단원에 제시된 등호

및 동치 관련 활동이 약 74.4%였던 것과 관련된다([표

8] 참조). 특히 나눗셈 단원은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나눗셈을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나눗셈의 의미를 이

해하고, 구체물이나 그림 등으로 제시된 나눗셈 상황

을 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게 하는

활동이 많았다. 다음으로 분수와 소수 단원에서 분수

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두 양의 크기를 >,

=, < 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활동이 많았다. 다만 두

양의 크기를 부등식으로 표현할 때는 두 양을 제시한

후 ○ 안에 >, < 기호만을 쓰게 하였다. 즉 학생이 직

접 완성된 부등식을 표현하기보다 두 양을 비교한 결

과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에 그친다.

덧셈과 뺄셈 단원, 곱셈 단원은 자연수의 연산을 지

도하는 단원임에도 교과서에 등식을 제시하거나 학생

에게 등식을 직접 써 보게 하는 활동은 많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수의 연산을 집중

적으로 지도하는 단원에서 동호를 관계적으로 표현하

게 하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신 해당

단원에서는 세 자리 수의 덧셈, (두 자리 수)×(한 자리

수)의 계산 원리를 그림과 세로셈으로 제시하거나 계

산 원리를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234+352’, ‘15×4’와

같은 수식만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3학

년 2학기도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지도할 때 등식

을 제시하거나 학생에게 등식을 직접 쓰게 하기보다

세로로 계산하는 방식만을 제시하거나 수식만을 제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국정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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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식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보다 계산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어진다는 결

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학년
학기 교과서 활동의 예

3학년

1학기

(강완 외, 2022a, p. 63)

(박성선 외, 2022a, p. 129)

4학년

1학기

(안병곤 외, 2022c, p. 24)

4학년

2학기

(류희찬 외, 2022d, p. 12)

[표 9]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 관련 활동의 예

한편 일부 검정교과서의 연산 단원을 통해 등호의

관계적 의미를 강조하며 등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와 동

시에 계산 결과를 다시 등식으로 제시했다. 비록 [그림

3]에 제시된 등식에서도 413÷7 =□와 같이 계산 결과

만을 □안에 쓰게 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방식은 그

외 여러 교과서에서 나눗셈을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만

을 제시한 것과 대조해 볼 때, 등식 표현을 명시적으

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3]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과 등식을 함께 제시하

기(박교식 외, 2022b. p. 47)

[그림 4]는 3학년 분수 단원에서 등호 및 동치를 강

조하는 방안의 예이다. [그림 4]에서는 가분수 

를 대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그림과 

=□□
□
라는 등식으

로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여러 검정교과서에서 등호

를 사용하지 않고 괄호나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

→ ( )’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 것과 대조

해 볼 때, 등호를 관계적으로 지도하는 측면에서 차이

를 보인다. 더불어 분수의 의미가 강조된 3학년 1학기

와 3학년 2학기 단원에서는 등호보다 >, < 의 기호를

사용하여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이 많은데,

[그림 4]는 서로 동일한 양을 가분수 또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두 표현이 서로 동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4]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등식으로

표현하기(장혜원 외, 2022b,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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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에서 등식을 추론

의 대상으로 다루는 활동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자연수의 곱셈 단원을 중심으로 식이나 등식을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이 일부 제시되었다. 전형적인 교과서 활

동의 예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학년
학기

교과서 활동의 예

3학년

2학기

(류희찬 외, 2022b, p. 21)

(박성선 외, 2022b, p. 16)

(박교식 외, 2022b, p. 35)

4학년

1학기

(강완 외, 2022c, p. 65)

[표 10]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기 관련 활동

의 예

분석 결과, 검정교과서 10종에 제시된 등식의 추론

관련 활동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9×38과 38×9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활동과 같이 곱셈의 교환법칙을

추론하게 하는 활동이다. 대다수의 검정교과서에는 (한

자리 수)×(두 자리 수)의 계산 원리를 학습한 후 (한

자리 수)×(두 자리 수)의 계산 결과를 (두 자리 수)×

(한 자리 수)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하

였다. 이는 2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9, p.

51)에서 비형식적으로 다룬 곱셈의 교환법칙(두 수를

바꾸어 곱해도 그 결과가 같다)을 더 큰 수의 곱셈에

서 적용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3학년 2학기, 4학

년 1학기에 제시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

곱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가 10배 증가할 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추론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셋째, 어림값을 기준으로 두 수의 곱이 더 클지, 작을

지 추론해 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표 10]에 제시된

4학년 1학기 활동과 같이 600×40=24000이라는 등식을

토대로 672×40의 값이 24000보다 클지, 작을지를 추론

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

과서 10종에서 유사한 형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

외에는 검정교과서 전반에서 수식 또는 등식을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이 매우 적었다.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은 수식을 계산할 대상으로만 인식

하는 연산적 사고를 뛰어넘어 수식에 대한 관계적 사

고로 확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검정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토대로 등식을 추론

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그림 5]는 곱셈의 원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

식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21×3과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학생

들은 이 문제를 통해 곱셈 계산의 원리를 동수누가와

연결하고, 주어진 수식을 비교하여 21×3 = 21+21+21 =

20+20+20+1+1+1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학생

들은 주어진 수식을 모두 계산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은 문제를 통

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식을 계산하여 답을 비교하는

방법과 더불어 곱셈의 원리를 토대로 주어진 수식 자

체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21×3의 계산 결과가

‘20×1과 3×1의 합’과 같은지 비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21×3은 ‘20×3과 1×3의 합’과 같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학년에서도 (두 자리 수)×(한

자리 수)를 계산할 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분배법칙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형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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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곱셈의 원리를 활용하여 수식을 추론의 대상

으로 다룰 수 있는 활동(박교식 외, 2022a, p. 90)

다음으로 [그림 6]은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선으

로 이어 보는 평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주어진 수식

들을 살펴보면 두 수의 곱을 계산 없이 비교하거나 추

론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문제를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림 6]의 문제를 해결하면 학생들은

21×4 = 42×2, 12×4 = 48×1, 33×2 = 22×3을 알 수 있다.

이때 21×4와 42×2는 곱셈에서 Double & Half 또는 보

수 전략(Compensation strategy)이 사용된다(Schulz,

2018). 구체적으로 21×4와 42×2에서 곱해지는 수와 곱

하는 수를 비교하면, 곱해지는 수 21은 42를 2로 나눈

수이고, 곱하는 수 4는 2의 2배이다. 즉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를 양변에서 비교해 보면 한 수를 2배한 만

큼 다른 수를 2로 나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식

은 서로 같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원

리로 12×4와 48×1도 서로 동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수식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추론하여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의도적으로 수를 배치하여 문제

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6] 추론하기 용이한 수식을 제시한 활동(안병곤

외, 2022a, p. 83)

한편 자연수의 연산뿐 아니라 분수의 연산에서도

수를 추론하기 유용하도록 조정하면 주어진 수식이나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림 7]은 신

항균 외(2022d)의 특화 차시에 제시된 활동이다. 구체

적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한 후 더하여 자연

수가 되는 분수 카드를 찾는 활동으로, 교과서에는




과 

의 합을 비교하는 예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

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분모와 분자를 비교하며 동

분모일 때 분자의 합이 분모가 같아지면 두 분수의 합

이 자연수가 된다는 규칙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두 분수의 합을 계산하기보다 추론할 수 있다.

[그림 7]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등식을 추론 대상

으로 다룰 수 있는 활동(신항균 외, 2022d, pp. 26-27)

다.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에서 미지수가 포

함된 등식은 [표 11]과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검정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구현된 방식은 연산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식의 중간에 미지수 □를

제시하는 활동이었다. 예를 들어, [표 11]의 3학년 2학

기처럼 30×20의 계산 원리를 30×2×10으로 설명하거나

30×10×2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식의 중간에 미지수

를 제시하는 활동, 4학년 2학기에서 동분모 분수의 덧

셈과 뺄셈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등식의 중간에 미지

수를 제시하는 활동이다. 특히 이때 사용된 등식에서

등호를 두 번 연결하여 제시하고 등호의 양변에 미지

수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양변을 비교하며 등

식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고무적이다. 그 외에는 4학년 1학기 큰 수의 개념

을 설명하기 위해서 a = b+c+d와 같은 형태의 등식 중

간에 미지수를 포함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미지수를 구해야 하는 문장제를 활용하기

도 했다. 예를 들어, [표 11]의 3학년 1학기처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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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교과서 활동의 예

3학년

1학기

(안병곤 외, 2022a, p. 25)

3학년

2학기

(강완 외, 2022b, p. 16)

4학년

1학기

(박성선 외, 2022c, p. 17)

4학년

2학기

(장혜원 외, 2022d, p. 15)

[표 11]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활용하기 관련 활동의 예

결과를 통해 ‘어떤 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

며 이러한 문항은 자연수의 연산뿐 아니라 분수의 연

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표 11]의 3학년 1학

기 활동은 “어떤 수를 □로 하여 식을 만들고” 어떤

수를 구해 보게 했다는 측면에서 미지수를 포함한 등

식의 표현까지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활용하는 활동은 등식을

추론하는 활동과 비교했을 때 활동의 수와 형태가 상

대적으로 다양한 편이었다. 예를 들어, 일부 검정교과

서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동분모 분수의 연산과 관련

하여 미지수가 포함된 문제를 제시하거나, 주어진 부

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미지수를 모두 찾게 하였다.

(박성선 외, 2022d, p. 23)

(김성여 외, 2022d, p. 17)

[그림 8]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활용하는 활동의 예

한편 장혜원 외(2022b)에서는 3학년 2학기 들이와

무게 단원의 특화 차시에서 무게의 측정을 등호 및 동

치와 연결하기도 했다([그림 9] 참조). 구체적으로 저

울을 사용하여 주어진 블록들의 무게를 추측해 보게

한 후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초록색 블

록 1개의 무게는 6kg인 것을 알려준 후 초록색 블록 1

개의 무게와 빨간색 블록 3개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저울로 제시했다. 이는 “(빨간색 블록)×3 = (초록색 블

록) = 6”과 같은 등식으로 도출되는데, 이때 빨간색 블

록의 무게를 미지수 □와 같이 표현하기보다 ‘빨간색

블록의 무게’라는 미지의 양 그 자체로 다루게 한 점

이 특징적이다. 나아가 [그림 9]에서는 빨간색 블록 이

외에도 노란색 블록, 파란색 블록, 보라색 블록도 미지

의 양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토

대로 나머지 블록들의 무게를 추측해 보게 하였다. 즉

하나의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개의 양을 미지의 양으로

남겨둔 점, 그리고 여러 개의 미지의 양을 특정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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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체화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임의의 표현으로 구

체화하여 다루게 한 점 등은 등호 및 동치에 대한 이

해와 더불어 변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도 매

우 유용하다.

[그림 9] 무게의 측정과 등호 및 동치를 연결한 활동

의 예(장혜원 외, 2022b, pp. 98-99)

Ⅴ. 논의 및 제언

초등학교 수학에서 등호 및 동치는 초등 수학의 근

간을 이루는 필수 개념이지만 이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별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호 및 동치를 강조하여 지도하기 위한 세 가지의 교

수·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

교과서 10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 개정 3∼4학

년군 검정교과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 강조하기’의 요소가 가장 많이 구현되었

고,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미지수가 포함

된 등식의 활용을 구현한 활동은 드물었다. 연구 결과

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등호 및 동치

를 의미 있게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적 기호로서 등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

해 수학 교과서에서 다양한 등식의 형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등식을 직접 써 보게 하는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여러 검정교과서에서는 자연

수의 사칙계산을 지도하는 차시에서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과 수식만 제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학생이

연산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익히는 데 필요한 활동이

지만, 한편으로 수식을 항상 계산해야 할 대상으로 인

식하게 하여 등호를 관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대현(2017)도 계산

과정을 그림과 세로셈으로만 제시하거나 계산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시하면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뿐

아니라 계산 과정에 암묵적으로 사용된 연산의 성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등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그러한 이유는 초

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등식을 제시하

기보다 a±b = c와 같은 전형적인 등식의 형태만을 다

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기정순, 정영옥,

2008; 방정숙, 이유진, 2022; Na & Choi, 2022). 이에

자연수와 분수의 연산을 지도하는 단원에서는 단지 수

식만 제시하거나 계산 방법을 그림으로만 안내하지 말

고, 계산 알고리즘과 함께 계산 과정을 등식으로 표현

할 필요가 있다. 계산 과정을 등식으로 구체화하여 표

현하고, 학생이 그러한 등식을 이해하게 하는 활동은

계산의 원리와 성질을 탐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백

대현, 2017). 그리고 계산 과정을 나타내거나 문제를

제시할 때 a±b = c 형태 이외에 학생이 등호를 관계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등식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기정순, 정영옥, 2008).

더불어 등호의 관계적 의미를 지도할 때 등호와 부

등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임

재훈, 2013; Blanton et al., 2011). 연구 결과, 대다수의

검정교과서에서는 분수와 소수의 대소 비교를 다루는

차시에서 부등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연산 단원에서

는 부등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즉 등호는 연

산 단원에서, 부등호는 수의 개념을 배우는 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등호와 부등호

는 두 양의 대소를 비교하여 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이다(임재훈, 2013). 이에 등호와 부등호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분리하여 다루기보다 두 양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동일한 맥락에서 통합하여 다루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관계를 직접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나타내게

하면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등식을 추론의 대

상으로 다루는 활동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등호 및 동치의 교수·학습 요소 중 가장 부

족한 요소는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는 활동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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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검정교과

서에서 동일했다. 그러나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

루는 활동은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신장하고, 나

아가 등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김정원 외, 2016; Fonger et al., 2018;

Rittle-Johnson et al.,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등식 및

수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계산해야 할 대

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김정원 외, 2016; 방정

숙, 최인영, 2016). 예를 들어, 김정원 외(2016)에 따르

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에는 893+13=893+□에서 □

의 값을 구하기 위해 등식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893+13을 계산한 후 다시 893을 빼는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험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학생이 경험하는 수학 학습

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Lee & Park(2022)은 미국

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등호를 다룰 때 “양쪽

의 양이 같다”는 관계적 의미를 강조하여 제시하는 반

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등호의 연산적 의미가 강조되는

점을 비판하며 수학 교과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수학 교과서에서는 수식을 계산의 대상으로만 제시하

기보다 수식의 대소를 비교하는 활동, 주어진 등식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 보는 활동 등을 통해 등식을

추론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Fonger et al.,

2018).

다만 등식을 추론의 대상으로 다루는 활동을 제시

할 때는 학생들이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의 수식을 직

접 계산하지 않고 추론만으로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수

를 의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이 이미 비형식적으로 배운 연산 성질 중 덧셈이나 곱

셈의 교환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림 6]에서와 같이

2개의 곱셈식이 서로 Double & Half 관계인 경우,

57+22 = 58+21과 같이 덧셈에서의 보상 전략이 적용되

는 경우 등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등식은 양변의

대칭을 비교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등식의 구조를 파악

하기 용이하며, 나아가 연산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확

장할 수도 있다(Blanton et al., 2011). 특히 이러한 등

식은 자연수의 연산뿐 아니라 분수와 소수의 연산에서

도 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등호에 대

한 관계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도 유용하다.

셋째,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활용할 때는 등호의

관계적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2015

개정 3∼4학년군 검정교과서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또는 부등식을 다루는 문제가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

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문제를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로 인식하

고 그에 따른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방정식

등의 내용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학교 수학으로 이동

한 것과도 관련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최

근 Na & Choi(2022)에 의하면, TIMSS 2019에 참여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TIMSS 2015와 비

교하여 미지수 구하기 또는 미지수가 포함된 문제 상

황을 해결하는 문항에서 정답률이 감소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의 양이 감소한

것과도 연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의 활용은 국제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난이도를 이유로 학습 기

회가 제한되는 실정인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문제를 지도하는 것은 비교육적이지만, 필요한 내용이

라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의미 있게 지도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서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또는 부등식을 활용할 때는

단지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인 과제의 일환으로 과제를

개발하기보다 등호 및 동치에 대한 이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

어, 일부 학생들은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주어진 식에서 미지수를 남기고 모두 제거

하는 소거 전략을 외워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방

법은 등식의 성질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인 암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등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등식에 미지수를 포함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어떤 수들이 제시되었는지 탐색하고,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의 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비교하며

미지수에 들어갈 수를 추론해 보게 하는 전략을 활용

하게 할 수 있다(Fonger et al., 2018).

더불어 등식에서 미지수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교수학적으로 중요하다. 등호 및 등식에 대한 이해는

미지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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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기정순, 정영옥, 2008; 김정원 외, 2016;

Rittle-Johnson et al., 2011). 예를 들어, 학생들은 등호

의 왼쪽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등호의 양쪽에 미지수

가 있는 경우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처음에는

등식만 제시하기보다 등식을 구체물, 그림 등으로 함

께 표현하여 학생에게 익숙하지 않은 등식을 시각적으

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변수 지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미지수를 다

룰 때는 ‘고정된 미지의 양’으로만 다루기보다 그 자체

의 양을 미지수로 다루는 경험도 필요하다(방정숙, 최

인영, 2016; Blanton et al., 2011). 이미 일부 검정교과

서에서 시도했듯이, 등식 중간에 놓인 □의 값을 찾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미지의 양을 그 자체로 구체화하

여 다루고([그림 9] 참조) 계산의 원리를 임의의 기호

들로 나타내고 정리하는 활동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변

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므

로 적극 고려할 만하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등호 및 동치에 대한 이해를 강

조하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에 새로운 개념이나 내용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기존에 다소 간과되었던 측

면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명시적으로 지도하자

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

과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검정교과서에서

등호 및 동치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진작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

이 제시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이 추후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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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Instructional Elements on the Equal Sign and Equivalence in 
Grades 3 and 4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Sunwoo, Jin
Jojong Elementary School

E-mail : camy17@naver.com

Pang, JeongS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 jeongsuk@knue.ac.kr7)

The equal sign and equivalence are the most basic and core concepts in elementary mathematics, but 
there has been lack of research on how to teach these concepts with textbooks. Given this, this study 
analyzed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 terms of three instructional elements (i.e., emphasizing the 
meaning of the equal sign as a relational symbol, dealing with an equation as an object for reasoning, 
and using an equation with a missing value).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10 different mathematics 
textbook series that are newly used in 2022 and examined the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for 
teaching the equal sign and equiva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ctivities emphasizing 
the meaning of the equal sign as a relational symbol were most noticeable but the activities dealing 
with an equation as an object for reasoning or using an equation with a missing value were relatively 
r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textbook writers with implications on 
what to further consider in covering the equal sign and equ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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