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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실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 과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는 이후 수학 학습의 바탕이 된다. 학생들이 사칙

계산의 숙달에 대한 문제만을 다룬다면 대수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과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되는 수와 연산 과제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은 수학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Memorization (M), Procedures Without 

Connections (PNC), Procedures With Connections (PWC), Doing 

Mathematics (DM)로 나누어 과제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수학 교과서가 낮은 인지적 노력수준의 과제(M, PNC)에 편중되어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의 과제(PWC, 

DM)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수와 

연산 과제에서도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수학 과제

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로 인도, 

핀란드, 호주를 선정하였으며, 우리나라 교과서 2종, 인도 교과서 1종, 

핀란드 교과서 1종, 호주 교과서 1종을 선택하여 2019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가 향

후 대수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학 과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적 사고를 비교하였다.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비교한 결과 첫째, M 과제의 비율은 

다른 나라의 교과서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장 높다. 그 이유는 우

리나라 교과서에 수학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단원

별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둘째, 네 국가의 교과서에는 공통적으로 PNC, 

PWC 과제가 전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한 절

차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산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PWC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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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비율은 호주 교과서에서 가장 높다. 이는 얕은 가르침을 염려하여 

복잡한 문제해결 과정을 강조하는 호주 교육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DM 과제의 비율은 인도 교과서에서 가장 높다. 이는 인도 교육과

정의 영향으로 패턴의 관찰과 일반화를 요구하는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대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네 국가의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수 체계의 확

장, 연산의 기본성질과 계산 과제를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국가의 교과서보다 산술 계산을 활용한 문제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교과서 2종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주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수하여 제작된 산술 계산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패턴을 

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난도 과제를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는 산술의 법칙이나 성질을 대수적 용어나 기호로 확장하고 적용하는 것

을 강조한 호주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인도의 경우 모든 인

지적 노력수준에서 연산의 기본성질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

한다. 이는 패턴의 관찰과 일반화를 통한 학습을 강조한 인도 교육과정

에 근거한다. 핀란드의 경우 흥미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는 사고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을 강조한 핀란드 교육과정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M 과제는 학습한 수 체계 내에서 산술식의 구조나 원

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PNC 과

제는 주어진 양들을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음수 계산이나 수열 문제를 통해 함수적 사고를 지원

할 수 있다. 셋째, PWC 과제는 실생활 문제를 통해 산술 계산에 능숙해

질 수 있고,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양 사이의 

관계에서 패턴이나 규칙을 찾음으로써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DM 과제는 공변추론을 활용하여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대수 학습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과제의 특징과 

교육과정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와 교육과

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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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기반이 되는 자료이다.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

은 지식을 축적하고, 교사들은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므로 교과서에 담길 내용을 선정하고 개발하는 것은 중

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수학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면서 의미 

있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이 무엇인지, 교과서가 교사의 지도 방식에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 학생

들의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늘 고민해온 것이다. 

NCTM(2000)에 따르면 가치 있는 수학 과제들은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

어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를 이

끌어낼 수 있다(p. 18). 특히나 수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모

든 교과의 학습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수를 다루는 영역에서 의미 있는 

수학 과제를 구성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 이때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수준에 맞는 산술 활동을 통해 대수적 사고를 기

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임미인, 장혜원, 2018; 한채린, 

권오남, 2018; Blanton & Kaput, 2011; Kaput, 2008), 이는 초등학교와 중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산술 과제가 이후 대수 학습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 수와 연산을 배운 이후 문자와 식을 학습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산

술에서 대수로의 전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만약 학생들이 사칙 계산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문제만을 주로 접한다면 

등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롯하여(Byrd, McNeil, Chesney, & 

Matthews, 2015; Knuth, Stephens, McNeil, & Alibali, 2006) ‘?＝5＋3’, 

‘13＝5＋?’, ‘13＝?＋3’과 같이 미지의 수를 찾는 문제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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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을 수 있다(Baroody & Ginsburg, 1983).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의 수

와 연산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과제는 이후의 대수 학습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중학교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한 국내의 연구

를 살펴보았을 때, 유리수 개념의 도입 방법이나 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을 뿐(김부윤, 정경미, 2011; 신보미, 2008) 수와 연산 영역 과제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차방정식, 함수, 기하 등의 영역에 제시된 

과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지적 노력수준(cognitive demands)에 주

목하였다(정혜윤, 이경화, 2016; Cho & Kwon, 2012; Hong & Choi, 2014). 

과제가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수준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습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그 결과 우리나

라 교과서의 과제는 인지적 노력수준이 낮은 과제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

고, 이러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의 과제를 구성

하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다(권지현, 김구연, 2013; 김미희, 김구연, 2013; 

홍창준, 김구연, 2012). 이러한 논의가 수와 연산 영역에서도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 또한 어떠한 인지적 노력수준

을 요구하는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와 연산 영

역의 과제는 이후 대수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와 연

산 영역의 과제가 어떠한 대수적 사고(algebraic thinking)를 지원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학 교과서를 비교

하는 것은 수학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단순

히 과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관점에서 과제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 교과서에 의미 있

는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함으

로써 수학 교과서의 내용과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수학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인도, 핀란

드, 호주를 비교 국가로 선정하였다. 

먼저 핀란드는 PISA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로서 교육 시



- 3 -

스템이나 환경이 늘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많은 중학생들이 사

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Laskutaito 시리즈의 7, 8, 9학년 교과서는 산술의 

계산과 응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핀란드가 

중학교의 전 학년에서 산술 계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산술을 대수나 기하 영역의 토대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GDP가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대국이고, 지

금까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에서 10명이 넘는 노벨상을 배출함으로

써 높은 연구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나라이다. 또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을 바탕으로 선진 교육의 발판을 다지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수학적 문해력(Mathematical literacy)과 유

사한 의미를 가진 ‘수리문해력(Numeracy)’을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강조하였다(Goos, Geiger, & Dole, 2010). 실제로 호주의 교육과정에는 1

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자본과 금융수학’과 ‘패턴과 대수’가 제시되

어 있다. 이는 호주 정부가 수학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산술 활동에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능력의 신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인도는 TIMSS나 PISA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핀란드나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국가이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인도는 

전통적으로 대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며 산술 활동에 대한 역사

가 깊다. ‘0’의 발견 이후 인도의 수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위치적 십진 

기수법을 사용하였고(Joseph, 1991, p. 22), 천문학의 복잡하고 어려운 계

산을 위해 효율적인 공식을 만들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Subramaniam & Banerjee, 2011, p. 95). 이는 산술의 구조적 성질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실제로 Brahmagupta의 

책 『Brahmasphuta Siddhanta』에 나오는 대수 챕터는 여러 가지 방정식

을 해결하는 기술을 다루기에 앞서 다양한 종류의 수와 양의 조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Subramaniam & Banerjee, 2011, p. 92), 수의 조

작 활동을 대수 학습의 토대로 간주하였음을 보여준다. 

비교적 최근에 인도와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서의 과제를 비교한 연구

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인도의 교과서로부터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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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김재헌, 이아란, 권오남, 

2019). 그러나 연구 대상이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 제한되어 있었고 비교 

국가 역시 인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수와 연산 단원 

전체나 국제적인 특징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

과서 편찬제도와 같이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지 않았

기 때문에, 교과서 비교로부터 나타난 차이점의 원인을 서술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이나 성취기준, 교과서 편찬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각 국가의 교과서가 가진 특징들을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서에 제시되는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네 국가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편찬제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미친 영향을 동시에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를 비교한다. 우선 비교에 앞서 네 국가의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내용, 교과서 편찬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교과서로부터 도

출된 특징들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지식이 된다. 다음으로 수와 연산 영

역 단원의 과제가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수준과 대수적 사고를 비교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서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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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

를 비교했을 때, 인지적 노력수준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2.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

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류했을 때, 대수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

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2-1. 각 국가별 교과서 과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2-2. 각 국가별 교과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류했을 때, 대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과제들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각 국가의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제도를 통

해 해석하는 것은 향후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한 과제 개발과 교수·학습

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은 총 다섯 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를 서술

한다. Ⅱ장은 교과서 비교의 의의, 각 국가의 교육과정, 인지적 노력수

준, 대수적 사고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한다. Ⅲ장은 연구 방법으로서 연구 대상, 분석 기준, 분석 절차를 서

술한다. Ⅳ장은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우선 각 국가별 

수학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

한 결과를 서술한다. 이후 각 국가별로 교과서 과제의 특징을 서술하고, 

대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과제들을 제시한다. Ⅴ장은 결론으로

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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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검토

1. 수학 교과서와 수학과 교육과정

1.1. 수학 교과서 비교의 의의

인류 최초의 수학 교과서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유클리드 원

론은 기원전 300년 전에 서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서술된 교과

서로 평가받고 있다(Merzbach & Boyer, 2011, p. 90). 이처럼 수학 교과

서는 우리와 꽤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드문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연구자들이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Freeman & Porter, 1989). Fan, Zhu와 

Miao(2013)는 2012년까지 다섯 곳의 국제 저널에 게재된 교과서 관련 연

구를 분석하였고, 교과서 연구의 주제를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상당부분 (6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의 비교 및 분석 

연구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책과 학생의 성취도의 관련성 등을 연구하는 

분야 (12%)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2012년까지의 교과서 연구 주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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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과서 분석(textbook analysis)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

를 포함한다. 첫째는 단일 교과서나 시리즈를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한 

수학적 주제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둘

째는 여러 국가들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교과서 비교(textbook comparison)라 불리는 

것이며, 교과서 비교는 교과서 분석의 부분집합이라 볼 수 있다(Fan et 

al., 2013). 본 연구는 교과서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과서 비교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TIMSS 연

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40여개 국가의 교과서를 분석

하여 교육 기회나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그러한 변인을 (1) 교과서가 제기한 교육적 상황(교과서를 읽기 자료

의 한 부분으로 보거나, 해결해야 할 연습문제의 집합으로 보는 것), (2) 

표현 방식이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특정 주제를 다루는 개수, (3) 주제

의 순서와 그것을 다루는 시간, (4) 교과서의 크기, 길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 (5) 교과서가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제시된 자료를 단순히 이해하

는 것인지,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추론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지를 판단

하는 것)으로 범주화하였다(Valverde, Bianchi, Wolfe, Schmidt, & 

Houang, 2002, p. 14). 이러한 대규모의 연구는 교육 정책과 교수·학습

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 이를 통해 학생들

에게 주어지는 학습 기회를 생각해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과서 비교에 대한 소규모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Stigler, Fuson, Ham과 Kim(1986)은 미국과 소련의 교과서를 비교하

여 문항의 내용이나 유형에 대한 특징을 서술한바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의 교과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에 초점을 둔 반면 

소련의 교과서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Pepin과 Haggarty(2001)은 프랑스, 

독일, 영국의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교과서의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먼저 프랑스의 교과서는 새로운 개념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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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위해 탐구활동, 연습문제, 적용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독

일 교과서는 개념의 소개 이후 광범위한 연습문제가 뒤따랐으며, 영국의 

교과서는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해결 과정을 가진 예제 문제로 구성

되어 있었다. 여기서 Pepin과 Haggarty(2001)는 교과서의 구성 방식에 차

이가 있었던 이유를 서로 다른 교육적 환경이나 전통 때문인 것으로 보

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탐구활동은 피아제의 

구성주의와 관련된 교수법에 근거한 것이며, 교사에 의해 소개된 개념을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교과서의 전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

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먼저 Fuson, Stigler와 Bartsch(1988)는 동아시

아 국가(일본, 중국, 대만)와 소련 학생들의 수학적 성취가 높은 것에 대

해 관심을 갖고 덧셈과 뺄셈을 언제 도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들 국가가 미국보다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더 일찍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덧셈과 뺄셈을 일찍 도입하는 것은 거래와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교과서의 덧셈, 뺄

셈 도입 시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

한 교과서 비교 연구에서 Son과 Senk(2010)는 미국 교과서는 개념적 이

해가 이루어진 후 절차적 유창성이 뒤따르는데 비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를 동시에 추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나라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

에 비해 다단계 문제나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고, 분수의 곱셈을 할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력과 추론 능력을 요

구하는 문제가 더 많음을 분석하였다.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의 수학 평가 결과에서 미국의 7학년 학생들

이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진바 있었는

데(Silver & Kenney, 2002), Son과 Senk(2010)의 연구는 교과서 비교로부

터 이러한 평가 결과의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Hong과 Choi(2014)는 이차방정식의 

도입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여



- 9 -

기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보다 계산이나 대수적 조작이 더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국 교과서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추론하게 하며 인지적 노력수준이 높은 문제를 더 많이 

제시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분수 단원 문제가 미국

보다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Son & Senk, 2010) 전체 학년으로 일

반화할 수 없으며, 영역이나 학년에 따라 수학 개념 도입이나 서술 방식

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교과서 비교는 각 국가별 교과서의 전체

적인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의 방향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

들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교과서 비교를 통해 외

국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지 살펴보

는 것은 교수·학습이나 교과서의 문항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때 교과서의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과정임을 고려해볼 

때,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교육 철학이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각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2. 교육과정과 교과서

1.2.1.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성격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교과 중심의 내용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교과 내용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OECD(2005)는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에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핵심역량이 필요함을 설명하

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도구를 상호작용

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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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교과 내용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적 요소들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2015 교육과정 

총론에 핵심역량을 반영하게 되었다(권오남, 박수민, 이경원, 2019). 총론

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은 각 교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수학과는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여섯 가지 교과 역량을 설정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

핀란드의 경우 1985년부터 약 10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 시기는 2014년이다. 핀란드의 2014 교육과정

은 21세기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요구로 인한 것이며(Søby, 

2015) 2016년부터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비록 교육과정 개정에서 역량 

중심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기본교육의 목적으로 일곱 가지 공통 역량을 

제시한다는 점은 핀란드 역시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FNBE, 2016)는 공통 역량을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의지로 구성된 전체”라 하였으며(p. 35), 지식과 기능

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때 핀란드 교육과

정은 각 학년군의 내용 영역(C1: 사고 기능과 방법, C2: 수와 연산, C3: 

대수, C4: 함수, C5: 기하, C6: 데이터 처리, 통계, 확률)과 공통역량을 연

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C1부터 C6

까지의 내용 영역에서 학생의 동기, 긍정적인 자아상, 수학 학습자로서

의 자신감을 강화시키는데 공통 역량의 일부가 관련될 수 있음을 간략히 

소개할 뿐이다([그림 Ⅱ-2] 참조). 이는 핀란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

육과정 개발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

가 교육과정은 지역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안내하는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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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7-9학년군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공통 역량 제시 

방식의 예(핀란드 교육과정) 

호주의 경우 여섯 개의 주와 두 개의 특별자치구로 이루어진 연방 국

가로서 국가 교육과정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졌다. 국가교육과정

위원회(National Curriculum Board, 이하 NCB)가 ‘Framing Paper for 

Mathematics’를 작성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작되었고(NCB, 

2008),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거쳐 학령기에 다루어야 할 내용, 성취

기준 등을 제시한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Mathematics’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조를 정하게 되었다(NCB, 

2009). 2009년 5월 수학과 교육과정의 초안이 발표되던 시기에 NCB는 

지금의 호주교육과정평가원(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하 ACARA)이 되었으며, ACARA는 교육과정의 개

발을 착수하여 F-10학년의 주요 교과(영어, 수학, 과학, 역사) 교육과정

을 완료하고 2011년 12월 최종 교육과정을 공개하였다. 수학과 교육과정

의 경우 ‘수와 대수, 측정과 기하, 통계와 확률’의 세 가지 내용 영역

과, ‘이해, 유창성, 문제해결, 추론’의 네 가지 과정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ACARA, 2013). 개발 과정에서 ACARA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고려

하였다. 첫째, 얕은 가르침을 염려하여 복잡한 문제해결 과정을 제시함

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수학의 성취도가 사회경제

적, 지리적 위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10학년의 모든 교과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national curriculum 

consistency’의 개념을 도입하여 2008년부터는 3, 5, 7, 9학년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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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문해력(literacy)과 수리문해력(numeracy)에 대한 국가 단위의 

평가를 실시하였다(Anderson, 2014). 수리문해력은 ‘수학적 문해력

(mathematical literacy)’에서 나온 개념으로 “수학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판단을 내리고, 삶의 요구에 따라 수학을 사용하는 개인의 능

력”이며(OECD, 2004, p. 15), Steen(2001)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수리문해력으로 보았다. 즉, 

호주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교

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길러야 할 소양으로 수리문해력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각 주정부가 관장하지만, 식민

지 지배로 인해 영국의 교육제도가 곳곳에 남아있다. 예를 들어 10학년 

말에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시험은 영국의 중등교육 자격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이하 GCSE) 시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2년 뒤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해 치르는 전국단위의 시험은 영

국의 A-Level 시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수

학 때문에 중등학교를 마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인도 교육에서 

화두가 되어 왔다. 게다가 수학을 공부하느라 쏟는 방대한 양의 시간으

로 인해 다른 교과활동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이어지자, 주 정부는 2010

년 졸업시험의 필수 과목에서 수학을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

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나 지방의 곳곳에서 학생들이 수학

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지속되자, 인도는 교육과정을 개

정하기에 이르렀다(Subramaniam & Banerjee, 2011).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NCF) 2005가 만들어졌으며, 학

습자의 어려움과 낮은 학업 성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배움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Nation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NCERT],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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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수와 연산 영역에서의 내용 체계

다음은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중학교 1학년 수학과 교육과정

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을 살펴본다. 인도의 학제에서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단계는 6, 7, 8학년(Class 6, 7, 8)이라 볼 수 있

다. 이 단계에서 대영역은 ‘수 체계’, ‘대수’, ‘비와 비율’, ‘기

하’, ‘측정’, ‘데이터 다루기’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8학년에서 

‘그래프 도입’이 추가된다. 수와 대수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

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대영역과 유사한 점이다. 인도 교육과정

(NCERT, 2005b)과 선행연구 결과(박경미, 2005)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인

도의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에 제시된 내용요소를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의 내용요소를 인도 교과서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른 점으로 인도는 정수의 개념과 사칙연산, 유리수의 개념과 사칙연산

을 별도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 외의 내용 요소에 대해서는 도입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의 내용 요소는 인도에서

도 모두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CERT(2005b)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합 및 확장하고, 

패턴을 일반화하여 학습하는 것을 중학교 급에서의 목적으로 두었다. 이

러한 목적에 따라 수학 개념은 패턴의 관찰과 일반화를 통해 도입되어야 

함을 교과서 제작의 지침으로 제시하였다(p. 81). 실제로 NCERT 교과서

는 중학교에서 함수 개념 자체는 다루지 않고 12학년에 가서야 두 집합

의 관계(relation)를 이용하여 함수를 엄밀하게 정의한다(이송희, 김선홍, 

2011). 중학교 수준에서는 엄밀한 개념을 정의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활

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함수와 관련하여 규칙성이나 패턴

을 찾는 활동은 정비례나 반비례를 통해 간단히 다루어지거나(박경미, 

2005), 대수를 비롯한 다른 영역과 통합되어 암묵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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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우리나라와 인도의 수와 연산 영역 내용요소 비교

우리나라(중학교 1학년) 인도(7학년) 비고
소인수분해 -

*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자연수) -

정수와 유리수 유리수
**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 관계 유리수의 대소 관계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
분수와 소수 ***

지수법칙 ****

* 인도의 경우 6학년에서 다룸

** 인도의 경우 정수의 개념과 정수의 대소 관계는 6학년에서 다룸

***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다룸

****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 단원에서 다룸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수학 개념 자체는 강조하지 않는다. 기본 계산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중

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산술 법칙을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것

이 7-9학년군의 내용체계에 포함된다(신준식, 2011). 전반적으로 내용 요

소의 도입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핀란드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

리나라에서 모두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핀란드 교육과정은 내

용요소를 학년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학년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은 교과서를 비롯한 교수·학습 자료에 의해 달라질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표Ⅱ-2> 참조). 

또한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평가의 기준을 제

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와 같이 교수 방법에 제한을 두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과

정 역시 8학년 말의 종합시험에서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해 평가해야 할 

내용을 서술한다. 이때 그 내용은 유리수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 수 개

념의 확장, 백분율의 계산 등 성취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정형 어휘

를 사용하여 교수나 평가 방법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 

기능과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표현하

게 함으로써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신준식, 2011). 이는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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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목적에도 부합한다(FNBE, 2016).

<표 Ⅱ-2>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수와 연산 영역 내용요소 비교

우리나라(중학교 1학년) 핀란드(7-9학년군) 비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자연수) -

정수와 유리수 -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 관계 반수(opposite numbers), 절댓값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역수

-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
정확한 값과 근사치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연산 결과의 반올림

백분율의 개념과 백분율 계산

범자연수(whole numbers)를 사용한 지수 

계산
**

실수
***

제곱근의 개념과 계산

* 우리나라의 경우 5-6학년군에서 다룸

**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에서 다룸

***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룸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대영역은 ‘수와 대수’, ‘측정 및 기하학’, 

‘통계와 확률’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와 대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에서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용 요소를 끊임

없이 반복하여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수와 대수’에 있는 내용인 

‘수와 자릿값’, ‘자본과 금융수학’, ‘패턴과 대수’도 이에 해당된

다(ACARA, 2013). 이는 호주 교육과정이 내용 요소를 반복하되 깊이를 

더해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며, 금융을 비롯한 실생활 관련 소재를 강조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패턴과 대수’는 산술과 대수를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패턴을 관찰하여 산술의 법칙이

나 성질을 대수적 용어나 기호로 확장하고 적용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Ⅱ-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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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패턴과 대수의 성취기준(호주 교육과정)

한편,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과 호주 7학년의 수와 연산 영역 성취기

준에 제시되는 내용을 비교하면 <표 Ⅱ-3>과 같다. 우리나라와 다른 특

징으로 호주는 사칙계산을 정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다루고 곱셈과 나눗

셈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대소 관계의 경우 정수의 범위까지 다루고 유

리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정영옥 외, 2016). 또한 소비생활에서 최상의 

구매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계산함으로써 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맥락을 도

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

연하게 표현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ACARA, 2013).

<표 Ⅱ-3> 우리나라와 호주의 수와 연산 영역 내용요소 비교

우리나라(중학교 1학년) 호주(7학년) 비고

소인수분해 지수의 표기법,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자연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자연수)

정수와 유리수 정수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 관계 정수의 대소 관계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정수의 덧셈과 뺄셈

-

암산전략(사칙계산)

*

분수의 이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와 소수의 사칙계산

주어진 양을 분수로 표현

어림하기

비와 비율(백분율, 소수, 분수)

비례식(비례배분 제외)

제곱근의 표기법 **

최상의 구매 ***

*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다룸

**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룸

***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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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교과서 편찬 제도

다음은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 편찬 제도를 살펴본다. 

먼저 교과서 편찬 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나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제도의 특

징은 아래와 같다(김혜숙 외, 2018).

첫째, 국정제란 국가의 주도로 교과서를 개발하여 출판하고 저작권을 

갖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시기

에는 국가 수준의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는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국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국정제의 장점은 국

가 수준에서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교과서를 저렴하게 공

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적 소신을 가진 집필진들의 참여를 제

한함으로써 교육과정 해석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제도

에 비해 교과서 제작에 투자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교과서 질의 저하

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검정제란 저자와 출판사가 교육부에서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교

과서를 집필한 후, 검정에 출원하여 합격한 교과서를 학교에서 활용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대다수 교과목이 검정제를 

따르며, 현재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교과 역시 검정제에 따라 발행되고 

있다. 이때 교육부(2016)에서 제시하는 공통 검정기준(p. 6)과, 교과 검정

기준(pp. 94-100)에 따라 교과서와 지도서가 편찬된다. 공통 검정기준에

서는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등을 심사한다. 교과 검

정기준에서는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심사영역에 대해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공통 검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검정제의 장

점은 여러 전문가 집단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해석과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또한 자유 시장의 원리를 

통해 교과서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단위 학교의 교육 실정에 맞는 교

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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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교과서 제작비가 증가하여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많

은 종수에 비해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

며 6개월에 이르는 긴 심사 기간과 높은 수수료로 인해 저자와 출판사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인정제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한 후 소속 교육청의 

인정 심사에 출원하여 적합성이 인정되면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 및 검정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 국정 및 검정 교과서

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인정 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초·중·고의 일부 교과에

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정제의 장점은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비해 자유도가 높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

이다. 반면 시·도 교육청별 심사의 기준이나 격차로 인하여 교과서 질

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넷째, 자유발행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진 저자가 국가의 개입 없

이 교과서를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유발행제로 편찬되는 교과서는 없으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의 민주성과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교과서 체

제에 대한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

다고 밝힌바 있다. 자유발행제의 장점은 검정 및 인정에 필요한 심사 절

차가 없으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 체제 속에서 일부 교과서는 개발되지 않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이외의 많은 국가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는 국정제와 자유발행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이길상, 2009). 인

도의 교육 시스템을 간단히 살펴보면 약 6천여 개의 학교가 채택하여 운

영하는 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 (CBSE), 엘리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Indian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ICSE), 해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캠브리지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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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제학생을 위해 만든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IGCSE)로 나뉜다(김자미, 이원규, 2014). 이에 IB나 IGCSE를 

채택한 사립학교들은 영국의 교육 내용을 따르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채

택한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인 CBSE나 ICSE을 따르는 

경우, 주 정부의 관할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주 정부에서 발행한 교과서

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주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발행한 교육과정을 모

델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수정하므로(Subramaniam & Banerjee, 2011, 

p. 88) 중앙 정부의 주도로 NCERT에서 발행하는 국정 교과서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여기서 인도에는 다양한 언어, 문화, 사회적 배경이 존

재한다. 이에 NCERT는 교육과정의 의도를 각 주의 교육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영어와 힌디어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핀란드의 경우 교과서 발행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가 없으며 자유발행

제를 채택하고 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시

한 기준을 준수하지만 현재 교과서의 내용이나 범위를 통제하거나 검증

하는 절차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는 1992년 이후 교과서 검정 및 

인증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협회

는 국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FNBE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피드백을 제공

하며 교과서를 만들며, 기본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고 학습하게 된다(김혜숙 외, 2018).

호주 역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출판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민간 출판사를 규제하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 즉, 핀란드와 마찬

가지로 자유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1학년부터 10학년의 학생들은 

ACARA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교과서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교과서를 

정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에 대한 결정은 전적

으로 단위 학교의 교사에 달려있다. 이에 민간 출판사들은 대개 현직 교

사들에게 집필이나 제작을 의뢰하며 이들과 함께 약 1년간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디자인, 내용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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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출판사마다 다양한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서지영 외, 2011). 

지금까지 1장(수학 교과서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비교의 

의미를 살펴본 후, 교육과정이 개정된 배경과 수와 연산의 내용 요소, 

교과서 편찬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각 국가의 교과서를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즉,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교

과서 과제를 비교했을 때, 거시적인 맥락에서 과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본 연구는 과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가 요

구하는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할 것이다.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

석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고의 종류나 깊이를 예측하여(Stein 

et al., 1996) 교과서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다음 장에서는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의 의미와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인지적 노력수준

2.1. 인지적 노력수준의 의미

수학 과제는 “학생들이 특정한 수학적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교실 활동”이다(Stein et al., 1996, p. 460). 이때 Doyle(1983)

은 두 가지 근거를 통해 과제가 교과 교육의 기본 단위임을 설명하였다. 

첫째, 과제는 특정한 학습 내용이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과제

에 따라 학생들은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략이나 정보를 조절하게 되

므로, 과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의 기회를 변화시

킨다. 둘째, 과제는 개념에 대한 정보와 해결 방법을 지정함으로써 학습

에 영향을 준다. 즉, 학생들은 사실, 개념, 원리, 해결책 등 과제에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또한 과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습득하거나 만들어내기 위해 기억하기, 분류하기, 추론하기, 분석

하기 등과 관련된 처리 방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과목에서 다루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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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따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 과정이 달라지고, 학생들의 인식에 

잠재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변화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Stein 외(1996)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수학적인 

사고를 결정하는 것을 수학 과제로 보고(p. 459),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

준에 따라 그 특징을 분류하였다.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이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고 과정의 종류”로서(Stein et 

al., 1996, p. 461),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절차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지, 추측, 증명, 해석 등의 수학적 추론을 사용하는지 등으로 그 종류를 

정할 수 있다. Stein, Smith, Henningsen과 Silver(2000)는 수학 과제 분석

틀에서 과제를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과제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낮은 수준의 과제를 Memorization (M)과 Procedures Without 

Connections (PNC)로, 높은 수준의 과제는 Procedures With Connections 

(PWC)와 Doing Mathematics (DM)으로 나눔으로써 과제의 수준을 총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M 과제는 이전에 학습했던 사실, 규칙, 공식, 정의 등에 의존하여 해결

하는 문제이다. 즉, 단시간에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절차를 사용

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이전의 학습 자료에서 보거나 학습한 내용

을 그대로 떠올리거나 반복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애매모호하지도 않으

며, 반복되는 내용과 그것에 내재된 수학 개념이나 의미와의 연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빈칸 채우기와 같이 용어, 기호, 정리, 정

의를 확인하는 문제가 M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 

PNC 과제는 학습한 내용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과제를 수행할 때 애매모호함이 거의 

없어서 약간의 인지적 노력만을 필요로 한다. 수학적인 이해를 발달시키

는 것보다는 정확한 답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절차에 내재된 개

념이나 의미에 대한 연결성이 없다. 예를 들어 본문이나 예제에서 학습

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계산문제, 관련된 과제를 순차적으로 배치함

으로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PNC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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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과제는 PNC 과제와 같이 특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수학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깊이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절차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PNC 과제와 차이가 있다. 

즉, PWC 과제는 내재된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절차를 제시

한다. 예를 들어 문제 상황을 시각적 다이어그램, 조작 방식, 기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만드는 것 역시 수학 

개념의 발달을 위한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과제를 성공적으

로 해결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과제에 내재된 개념적 아이디

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므로, 아무 생각 없이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

지는 않는다.

DM 과제는 복잡하고 비 알고리즘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문제로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수학 개념, 과정, 관계의 성질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인

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전략을 선택

하여 스스로의 인지적 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전략이

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제한점들

을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과제의 해결 전략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며 어떤 학생에게는 불안감을 유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학 개념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문제, 패턴

을 관찰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DM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Stein et al., 2000).

2.2.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된 수학 

과제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Cho와 Kwon(2012)

은 함수 영역을 중심으로 2007 교육과정 개정 전 교과서와 개정 후 교과

서와 수학 익힘책의 과제를 비교하였는데, 이 중 교과서 문제의 경우 난

이도가 쉬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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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함수 영역, 고등학교 교과서 등 특정 영역이나 학년에서 제시되는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권지현, 김구연, 

2013; 김미희, 김구연, 2013; 홍창준, 김구연, 2012). 그 결과 M 과제, 

PNC 과제, PWC 과제, DM 과제의 구성 비율이 각각 3~7%, 88~92%, 

2~5%, 1~2%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교과

서가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암기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문제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중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교과서 종류를 다양화하기보다 과제 유형의 변화를 통해 내

용을 다양화해야 함을 제언하였다(권지현, 김구연, 2013). 즉, 문제해결력

을 신장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과제보다는 

높은 수준의 과제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 것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김미희, 김구연, 2013; 홍창준, 김구연, 2012).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서에 인지적 노력수준이 낮은 과제의 비율이 큰 

것은 외국 교과서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Ubuz, Erbas, 

Çetinkaya와 Özgeldi(2010)는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터키의 7, 8, 9학년 

교과서를 분석했는데, 낮은 수준의 과제가 약 40%이고, 높은 수준의 과

제가 약 60% 정도이며 9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DM 과제의 비율

이 약 3배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수학적 사고나 추론을 발달시킬 수 있

는 문항을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PISA나 TIMSS의 결과에서 나타난 터키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489). 

정혜윤, 이경화(2016)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우리나

라와 미국의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교과서에 높은 수준의 과제의 

비율이 더 크다고 하였고, 이차방정식 단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의 교과서 과제를 비교한 Hong과 Choi(2014)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도출

하였다. 

한편, 수의 조작에서 기호의 조작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중학교 1학

년의 경우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이 양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일

반화하는 대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Blanton & Kaput, 

2011; Kaput, 2008) 아직까지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의 특징을 분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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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또한 인지적 노력수준과 관련하여 수학 과제

의 특징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난이도에 따른 과제의 분

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을 뿐,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과제를 해결하는 그 시점에서 나

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이 그 시점 이후의 학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설명하지

는 못한다는 것이다(김재헌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

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수와 연산 영역에 제시되는 인지적 노력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가 어떠한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되

는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대수적 사고

역사적으로 대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왔다. 이에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이 대수에서 이루

어지는 활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eran, 2011). 또한 수에 대한 조작과 광범위한 경험은 기하, 데이터 분

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대수는 수학의 전 영역과 연결되며 학교 교

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NCTM, 2000). 그러나 학생들이 대

수를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고 있

다. 그러한 예로 음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나

(Hefendehl-Hebeker, 1991), ‘’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Baroody & 

Ginsburg, 1983). 선행 연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적 차이와 교수학

적 단절로 설명하였다(한채린, 권오남, 2018). 인지적 차이는 수를 조작하

는 것과 기호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며, 교수학적 

단절이란 기호의 도입과 이러한 것들을 조작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수 기호를 읽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양적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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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따라(Subramaniam & Banerjee, 

2011, p. 98), Kaput(2008)는 산술 맥락에서 대수적 구조 및 관계를 일반

화하고 추론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에서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어린 학생들이 덧셈

의 항등원과 관련된 산술식을 탐구한 후 ‘0을 어떤 수에 더하는 것은 

그 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Carpenter, Franke, & Levi, 2003), 

이는 ‘＋0＝’과 같은 일반화된 사실을 일상 언어로 말한 것이다. 

또한 Fujii와 Stephens(2008)는 산술적 표현과 기호적 표현을 연결하는 

‘준 변수 사고(quasi-variable thinking)’를 통해 학생들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78－＋＝78’에 함축

된 변수의 범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78－49＋49＝78’이 

참임을 설명하는 것이 형식적인 변수 기호를 이해하는 다리가 된다고 보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술 영역에서의 일반화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

고를 기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맥락을 제공하며, 

이 경우 변수는 일반화된 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Stephens, Ellis, 

Blanton, & Brizuela, 2017). 이때 수를 사용한 활동에서 일반화된 사실을 

추론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수준에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Carpenter 

et al., 2003), NCTM(2000)은 ‘모두를 위한 대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

며 대수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

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학생들에게 대수를 일찍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달 수준에 적합

한 대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Carraher, 

Schliemann, & Schwartz, 2008). 대수적 사고란 “양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

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를 정당화하거나 추론하는 것”으로(Blanton, 

Levi, Crites, Dougherty, & Zbiek, 2011/2017, p. ⅹⅶ) 학생들은 이른 나

이부터 산술 활동을 통해 대수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

수 연구의 관심사는 학생들의 오개념이나 오류에 대한 관심에서 학생들

이 구성하는 대수 개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Kieran, 2007), Kapu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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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대수적 사고를 <표 

Ⅱ-4>와 같이 정리하였다. Kaput(2008)는 대수적 사고의 핵심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 갈래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Ⅱ-4> 대수적 사고 프레임(Kaput, 2008; 한채린, 권오남, 2018에서 재

인용)

대수적 사고의 핵심 양상

(A) 규칙성과 제한점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호화하는 것

(B) 관습적인 기호 체계에서 표현되는 일반화 과정을 구문으로 안내된 추론으로 수행하는 것

대수적 사고의 핵심 양상 (A)와 (B)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내용 갈래

일반화된 산술과 양적 추론에서의 계산, 관계를 추상화한 구조와 체계에 관한 학습으로서의 대수

함수, 상관관계, 공변에 대한 학습으로서의 대수

수학의 안팎에 적용되는 모델링 언어군으로서의 대수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대수적 사고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 다른 관점

을 갖고 있었다. 즉, 규칙에 근거한 기호 활동을 대수적 사고의 특징으

로 본다면, 기호에 근거하지 않은 대부분의 활동은 진정한 대수적 사고

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관습적인 구문론(syntax)을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는다면 자연 언어(natural language)나 그림을 사용하여 상황을 

일반화하거나 모델링하는 것도 대수적 사고로 간주하게 된다. 후자의 경

우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나 그림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 후에야 학생들에게 대수적 기호, 그래프 등을 소개한다(Kaput, 2008). 

Kaput(2008)의 대수적 사고 프레임은 이러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이해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수적 사고 프레임에서 대수적 사고는 자신만의 

자원을 사용하여 규칙성에 주목하고 일반화를 만드는 과정과 관습적인 

구문론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사고를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Kaput(2008)의 대수적 사고 프레임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핵심 양상 (A)는 기호화를 통해 ‘일반화’하는 활동이다. 이

는 규칙성과 제한점을 일반화시키는 대수적 사고로서, 기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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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양상 (B)는 기호화된 일반화를 

통해 ‘추론’하는 활동이다. 이는 기호를 사용한 일반화 과정을 구문론

적으로 추론하는 대수적 사고로서, 기호로 표현된 일반화를 조작하면서 

추론하는 과정을 말한다. 핵심 양상 (B)는 규칙에 근거한 기호 활동으로

서 기호에 허용 가능한 조합이 무엇이며 그러한 조합이 어떻게 기호들을 

관련시키는지를 아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핵심 양상 (A)보다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양상은 세 가지 내용 

갈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데, 대수적 사고 프레임은 대수적 사고를 지

원할 수 있는 대수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Kaput(2008)에 따르면 K-8학년에서의 대수적 사고는 일반화

된 산술과 양적 추론(첫 번째 내용 갈래), 함수적 사고(두 번째 내용 갈

래)에서 주로 성숙된다. 본 연구에서는 7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과제를 

분석하므로 첫 번째 내용 갈래와 두 번째 내용갈래에 초점을 두고 문헌 

검토를 진행한다. 

첫 번째 내용 갈래는 산술과 양적인 추론으로부터 일반화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대수로 향하는 주요 루트로 여겨진다. 그것은 산술 연산 및 그

에 대한 성질을 일반화와 더욱 일반적인 관계나 형태에 대한 추론, 덧셈

과 뺄셈의 보상원리와 같은 계산 전략들을 표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0, 교환법칙, 역의 관계, 두 홀수의 합은 짝수, 세 개의 연속

된 수의 합에 대한 성질을 발견하고 일반화하거나, 어떤 수에 10이나 

100을 곱했을 때 곱해지는 수에 0이 늘어나는 이유 등을 표현하는 것이

다. 이때 산술에서 대수로의 전이에 있어서의 핵심은 ‘＝’와 관련하여 

동치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Stephens et al., 2017).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산술식을 계산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결과 자체

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MacGregor & Stacey, 

1997). 여기서 Jones, Inglis, Gilmore와 Dowens(2012)는 동치관계를 ‘같

음(sameness)’과 ‘치환(substitution)’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먼저 같음이란 “기호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다는 것”이다

(Knuth et al., 2006, p. 303).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계산하지 않고도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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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환법칙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4＋3＝3＋4’의 양변의 값이 같

음을 알 수 있다. Rittle-Johnson, Matthews, Taylor와 McEldoon(2011)은 

등호에 대한 이해를 연산적인 수준과 관계적인 수준으로 나누어 구분하

였는데, Knuth 외(2006)는 등호에 대한 이해가 연산적인 수준에 머무른

다면 산술 역량의 발달과 이후의 대수 학습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 McNeil, Rittle-Johnson, Hattikudur와 Petersen(2010) 역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결 능력을 관찰한 연구에서 표준적

(canonical)인 덧셈문제로 해결한 학생보다 비산술적으로 해결한 학생들

의 해결 능력이 더 나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Jones 외(2012)가 동치관계에 ‘치환’의 의미를 추가한 것은 등

호의 같음만으로 동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치환’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신하는 것으로서 ‘30＋41’

에서 ‘41’을 ‘40＋1’로 대신하는 활동을 포함하는데(Jones & Pratt, 

2012), 치환을 사용한다면 ‘378＋794＝778＋□’을 ‘(300＋78)＋(700＋

94)＝(700＋78)＋□’로 변형하여 □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이 계산을 수

행하지 않고 단순화함으로써 산술식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Blanton et al., 2011/2017). 또한 □가 변수임을 고려했을 때, 산술 학습

에서 등호를 단순히 연산의 결과로 보지 않고 치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방정식을 해결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Alibali, 

Knuth, Hattikudur, McNeil, & Stephens, 2007).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등호와 부등호를 동시에 비교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다(Hattikudur & 

Alibali, 2010). 그 이유는 비교가 서로 다른 대상의 유사점을 인식함으로

써 특정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ittle-Johnson과 Star(2007)는 두 개의 해결 방법을 가진 방정식을 순차

적으로 푼 학생들보다 해결 전략을 동시에 비교한 학생들이 사후 테스트

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관찰한바 있다. 이는 비교가 학습

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념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Hattikudur와 Alibali(2010)는 등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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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호와 비교하며 학습하게 한다면 ‘＝’의 의미를 ‘＞’또는 ‘＜’

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지

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대상의 같음와 같지 않음을 동시

에 인식할 수 있는 산술 과제는 등호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Kaput(2008)의 대수적 사고 프레임에서 두 번째 내용 갈래는 함수적 

사고로서 사례들의 변화를 일반화하고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

다. 특정한 값을 취하거나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의 형태

를 바꾸는 것도 포함한다. 함수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다른 형태로의 일반화가 나타나기 전 

필수적인 전조라고 할 수 있다(Kaput, 200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mith(2008)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함수적 사고가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우선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 함수적 사고의 기본이 

된다. 그 이후 표, 그래프, 그림, 대수식을 이용하여 관계를 표현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일반화하는 

활동이 나타난다. 이는 두 양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패턴을 표현하고 

수학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과정의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즉, 양들을 조

작하고, 시각화하고, 탐구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Chazan(2000)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동적으로 변하는 사건으로

부터 양들의 관련성, 인과관계 등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

수들을 추출하고 양적 관계를 식, 방정식,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변추론을 함수적 사고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본다(Thompson & Carlson, 2017). 공변추론은 두 양의 변화를 동시에 이

미지화하여 추론하는 사고로서 변화율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접근 방법이다(Slavit, 1997). Johnson(2012)은 공변을 정적인 관점

과 동적인 관점으로 나누고 동적인 관점을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으

로 분류하였다. 만약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에서 3으로 변할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4에서 9로 변한다고 보는 것은 정적인 관점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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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넓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가로를 1만큼 늘리면 넓이가 2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이산적인 관점, 넓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연속적으로 늘일 때 넓이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연속적인 관점에 해당된다. 두 양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정적인 것에

서 연속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산술 단

계에 맞는 공변추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

근 들어 공변추론이 일차함수, 이차함수, 지수함수 등에 대한 이해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이 관찰되며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Ellis, 

Ozgur, Kulow, Williams, & Amidon, 2015). Confrey와 Smith(1994)는 의 

변화를 의 변화와 함께 조정하여 함수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고려함으

로써 학생들이 함수의 부류들(classes)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정한 변화율과 관련된 것들은 일차함수들이고, 

일정하게 변하는 변화율과 관련된 것들은 이차함수들이라는 것이다. 즉,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변화율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고 변화율에 대한 

이해는 공변추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변추론은 함수를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생들이 연산의 기본 성질을 잘 이해하

는 데 있어 산술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Carpenter et al., 2003), 산술의 

관계를 일반화하고 양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이후의 대수 학습에 

기반이 된다. 하지만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한 과제를 대수적 사고와 관련

하여 분석한 선행 연구를 국내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수와 연산 영역

에서 이루어진 국내의 선행 연구를 보면 정수, 유리수를 순환하는 무한

소수로 지도하는 것이 엄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신

보미, 2008), 수의 개념이 발생한 역사적 맥락인 대수적 닫힘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리수와 복소수를 연계하여 지도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김부윤, 정경미,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정수나 유리수에 대한 교수·학

습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수 자체의 개

념이나 도입 방식에 주목한 것이며 대수 학습과 연계하여 산술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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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와 인도, 핀

란드, 호주의 교과서에 제시된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한

다. 그리고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하였을 때 대수적 사고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본다.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검정교과서 2종을 

선택하였다. 2종의 교과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의 특징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선정된 2종의 교과서는 류희찬 외(2015), 

강옥기 외(2015)의 교과서이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

진 교과서 1종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교과서 1종이다. 

인도의 경우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주로 주 정부의 영역이지만, 

중앙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인도에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

이 주나 중앙 정부에 의해 서술되고 발행된 교과서로 학습을 하는데, 중

앙 정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각 주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수정하

여 사용한다.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학 교과서가 인도의 교육에 매

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2006년 NCERT가 발행

한 교과서가 학습자 중심의 NCF 2005 교육과정을 반영한 가장 최근의 

교과서이다. 이 중 연구 대상을 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와 연

산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인도의 수학 교과서에 대응하여 살펴보았

고, 그 결과 총 세 권의 교과서(6학년, 7학년, 8학년)를 선정할 수 있었다

(NCERT, 2006a; NCERT, 2006b; NCERT, 2006c). 

핀란드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과정(종합학교 9년)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

과서, 교수·학습자료, 학교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핀란드 정부가 교과서의 검정과 승인 제도를 폐지

하였기 때문에 교과서 발행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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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하고 한다. 발행 과정에서 출판협회는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의 개발진 소통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출판하게 된다(김혜숙 외, 2018). 핀란드 교

육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급증한 이후, 핀란드의 교과서 또한 한글로 번

역되어 국내에 소개된바 있다. 바로 핀란드의 시장에서 약 70%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askutaito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2004년 개

정된 핀란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서술되었으며, 국제적 수학 교육의 동

향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Yang, Tseng, & Wang, 2016). 본 연구에서는 

Laskutaito1) 시리즈 중 7학년 교과서(Laurinolli et al., 2008/2014)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이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ACARA의 

주도로 개발되었지만, ACARA 설립 이전부터 NCB를 통해 교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여러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권오남 외, 2019). 이 과

정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교육부도 2010년부터 호주 교육과정의 개발

과 모니터링에 참여하였으므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교육이 호주 교육

과정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스 주 교육과

정의 내용과 철학을 반영하여 Meyers, Dawe와 Barnsley(2003)가 편찬한 

교과서에서 4단계(7, 8학년)의 내용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는 교과서별로 우위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때문

에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교과서 2종의 경우 임의로 A, B로 지

칭하였으며, 외국의 교과서를 지칭할 때는 각각의 국가 명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교과서의 체계나 내용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

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분석 단원의 선정이다. 먼저 인도의 경우 6학년에서 ‘Playing 

with numbers’, ‘Integers’단원, 7학년에서 ‘Integers’, ‘Rational 

numbers’, 8학년에서 ‘Rational numbers’단원을 선정하였다. 핀란드

1) Laskutaito는 Numeracy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술을 이용하여 읽고 쓸 줄 아
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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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제1장 정수와 정수의 계산’, ‘제2장 나누기’, ‘제4장 응

용편’단원을 선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Number theory’, ‘Integers’

단원을 선정하였다. 이때 핀란드 교과서의 ‘제3장 유리수와 유리수의 

계산’과 호주 교과서의 ‘Fractions’단원은 분수의 사칙연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되는 내

용이라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표 Ⅲ-1>과 같이 교

과서의 내용 구성 체계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수학 

과제를 분명하게 선정하였다.

<표 Ⅲ-1>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계

교과서 도입 전개 마무리

A 탐구학습
예제, 문제, 생각 

넓히기

스스로 확인하기, 스스로 마무리하기, 

생각생각 활동, 놀이 & 수학, 수학 

세상 속으로, 수학 역사 속으로, 

함께하는 프로젝트

B 생각열기
예제, 문제,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스스로 해결하기, 단원 마무리, 집중 

탐구, 수학 놀이터, 수학 실험실, 

창의·융합 

인도 Do This

Try these, Example, 

A Game, 

Think·Discuss and 

Write

Exercise, What have we discussed?

핀란드 도입, 전개, 마무리의 뚜렷한 구분 없이 예제, 연습, 응용문제로 이루어짐

호주 -

Example, Exercise, 

Consolidation, Further 

applications, Try this, 

Problem solving, 

Focus on working 

mathematically, 

Learning activities, 

Extension activities, 

Let’s communicate, 

Reflecting, 

Chapt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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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경우 도입, 전개, 마무리의 구분이 없으며 예제, 연습, 응용문

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교의 형평성을 위해 우리나라, 인도, 호주의 

도입, 전개, 마무리에 해당되는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배웠던 내용

을 복습하기 위하여 도입부에 제시되는 문제, 용어를 정리하거나 수학사

와 관련된 읽기자료가 제시되는 마무리부의 문제는 수학 과제로 분류하

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의 범위에서 벗

어나는 내용(예: 배수 판정법, 완전수, 삼각수,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기, 

소수를 분수로 표현하기, 근삿값, unitary method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여러 개의 소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구성되었을 때, 각

각의 문제가 서로 다른 인지적 노력수준을 요구한다면 개별로 분석하였

다. 

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2종, 인도 교과서 1종, 핀란드 교과서 1

종, 호주 교과서 1종에서 분석할 수학 과제를 선정하였고 과제의 개수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교과서별 수학 과제의 개수 

교과서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
A B

과제 개수 169 176 222 233 249

총계 1,049

2. 분석 기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표 Ⅲ-2>의 1,049개 수학 과제를 Stein 외(2000)

의 수학 과제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여 M 과제, PNC 과제, PWC 과제, 

DM 과제로 분류하였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법과 과정을 다각도로 분

석함으로써 수학 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같은 유형의 문제

이더라도 교과서나 국가마다 표현과 구성 방법이 다르므로 과제를 비교



- 35 -

하기 위해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아래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정수와 유리수 단원 과제에 대한 분석 기준은 김

재헌 외(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첫째, 본문에서 학습한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는 M 과제로 분류

한다. 예를 들어 소수와 합성수 찾기,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옳은 설명 

찾기, 올바른 거듭제곱의 표현 찾기, 수나 부호의 개념, 연산의 기본 성

질을 단순히 암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들

은 본문에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할 때, 정해진 알고리즘이 없이 즉각적

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나 개념,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여 간단

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PNC 과제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다이

어그램을 사용하여 어떠한 수를 소인수분해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두 수

나 세 수의 약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이 문제해

결에 필요한 절차가 뚜렷한 경우이다. 또한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간단한 반례를 들어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에 대한 참, 거짓을 쉽

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사칙계산 문제, 수직선 

모델에 근거하여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의 경우 PNC 과제로 분류한다. 단, 본문에서 학습한 

개념을 알고리즘처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

에서 그것을 활용할지를 알고 적용해야 하는 경우 PWC 과제로 분류한

다([그림 Ⅲ-1] 참조). 또한 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정확한 

계산보다는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역적인 사고(예: 

두 수의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가 조건에서 제시되고 이 조건을 사용

하여 주어진 두 수의 구체적인 값을 구하기, ‘(－4)＋＿＝(－12)’와 같

은 역연산이 필요한 계산문제)가 필요한 경우 PWC 과제로 분류한다. 중

학교 1학년은 이항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는 간단한 사칙

계산 문제보다 더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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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 과제 PWC 과제

[그림 Ⅲ-1]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문제의 인지적 노력수준 분류

셋째,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거나, 문제에 제

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식을 구

성해야 하는 경우의 문제는 PWC 과제로 분류한다. 두 가지 이상의 답이 

존재하거나 특정한 문제해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열린 문제의 경우는 

DM 과제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조건으로부터 패턴을 찾고 이를 추론하

여 답을 구하는 문제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

므로 DM 과제로 분류한다([그림 Ⅲ-2] 참조).

PWC 과제 DM 과제

[그림 Ⅲ-2] 산술 계산 문제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 분류

넷째, 산술 계산에서 사용된 연산의 기본 성질이 어떤 것인지 묻는 것

은 관련된 성질을 알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으므로 M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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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연산의 기본 성질을 학습할 때 수의 대입과 같은 구체적인 절

차를 안내한 경우 PNC 과제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수를 대입하여 나눗

셈에서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과제로서, 학생

들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한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학생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기보다 수, 연산의 기본 성질을 일반화함으로써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 문제는 PWC 과제로 분류한다.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문제해결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산술 경험을 바탕으로 연산의 기본 성질에 대한 추측을 만들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DM 과제로 분류한다. 이 경우 추측이 타당

함을 보이는 과정은 스스로의 인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림 Ⅲ-3] 참조).

M 과제 PNC 과제

PWC 과제 DM 과제

[그림 Ⅲ-3] 연산의 기본 성질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 분류

다음으로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류했을 때, 대수적 사고와 

관련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수적 

사고의 세 가지 내용갈래가 사칙연산을 통한 양 사이의 관계로부터 추론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인지적 노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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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수적 사고의 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

는 문제를 골라내었다. 소수, 합성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소인수분

해, 거듭제곱 등 단순히 수학 개념의 뜻과 의미를 묻거나 소수, 합성수 

등을 비롯한 수 체계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문제는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그림 Ⅲ-4] 참조). 

B 교과서(p. 14) 인도 교과서(p. 53)

핀란드 교과서(p. 27) 호주 교과서(p. 69)

[그림 Ⅲ-4] 대수적 사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제외된 문제이다. 단순히 수량을 양의 

부호나 음의 부호로 바꾸는 문제, 양의 정수나 음의 정수를 찾는 문제, 

주어진 수의 절댓값을 구하는 문제, 부등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간단히 

표현하는 문제,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문제, 유리수를 기약 분수로 나

타내는 문제의 경우 인지적 노력수준은 분석하였으나 대수적 사고의 분

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그림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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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p. 37) A 교과서(p. 40)

B 교과서(p. 38) 핀란드 교과서(p. 13)

B 교과서(p. 44) 7학년 인도 교과서(p. 183)

[그림 Ⅲ-5] 대수적 사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수적 사고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하였다. 이를 위해 대수적 사고를 일반화된 산술, 함수적 사고로 나누어 

이에 대한 문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먼저 일반화된 산술에 해당되는 

유형은 수와 연산의 기본성질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수나 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

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 사례를 통해 연산의 기본성질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는 문제이다. 또한 능숙하게 계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

라 양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미지의 값을 찾는 경우처럼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함수적 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대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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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표, 그래프, 그림, 식 등을 사용하여 관계를 표현

함으로써 수학적 확실성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양 사이의 관계를 조작하

고 탐구할 수 있는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변량을 인식하고 식이나 방정식의 형태로 양적인 관계를 나타내보게 하

거나,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통해 패턴을 관찰하고 이러한 패턴으로부터 

일반적인 관계를 도출하는 문제, 두 양의 변화를 동시에 이미지화함으로

써 공변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3. 분석 절차

먼저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

자는 Stein 외(2000)의 수학 과제 분석틀과 위의 기준들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서에서 수학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시에는 특정한 인지적 노력수준으로 분류된 이유, 과제의 

특징, 다른 교과서에서 제시된 동일 유형 문제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하

며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제 분석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현장 교사 2

명에게 총 100개의 과제에 대한 코딩을 의뢰하였다. 코딩을 요청받은 교

사들은 본 연구자의 대학원 동료이자 현장에서 재직 중인 교사로서, 김

재헌 외(2019)의 연구에서 정수와 유리수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검

토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학 과제 

분석틀에 대한 배경지식과 코딩 경험이 본 연구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코딩 결과에 대한 연구자와 교사들의 검

토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차 검토는 2019년 9월 말과 2019년 10월 초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때 수와 연산 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설계한 분석 기준을 두 교사에게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Stein 외(2000)를 참고하여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

준에 대한 설명만을 제시하였다([그림 Ⅲ-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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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1차 검토에서 2명의 교사에게 제공된 자료 

이는 교사들이 수학 과제 분석틀을 수와 연산 영영의 과제에 맞게 해

석하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이후 연구자의 분석을 교사들의 분석과 비교한 결과 각각 

80%, 79% 일치하였다. 분석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각 국가

의 교과서 파일은 별도로 교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코딩 결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수 체계(자연수, 범자연수, 

정수, 유리수)에서 성립하는 연산의 기본성질을 본문에서 설명한 후 이

를 문제로 구성하였으므로([그림 Ⅲ-7] 참조), 본 연구자는 이를 M 과제

로 코딩하였지만 한 교사는 이를 일반화된 사실을 추론하는 문제로 보고 

DM 과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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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인도 교과서(p. 9)

[그림 Ⅲ-7]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과제(인도)

이에 본 연구자는 분석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년 10월 중순에 교사들과 2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본 연구자

는 본인이 설정한 분석기준을 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수학 과제 

분석틀을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 특성에 알맞게 해석하였는지 확인함으

로써 분석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연구자의 분석

을 교사들의 분석과 비교한 결과 각각 90%, 8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

다. 2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말에 3차 검토가 이루어졌

고, 그 결과 연구자의 분석과 각각 99%, 98%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의견이 달랐던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분석과 100% 일치

할 때까지 협의를 진행하였다. 

교과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하였을 때, 대수적 사고에는 어

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Kaput(2008)의 대수적 사고 프레임

을 활용하였다. Kaput(2008)의 대수적 사고 프레임에 따라 수학 과제를 

일반화된 산술(산술 계산, 연산의 기본 성질, 동치관계), 함수적 사고(두 

변량의 관계 표현하기, 패턴 찾기, 공변추론)로 분석한 후, 인지적 노력

수준과 함께 엑셀 파일에 기재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

안에도 대수적 사고에 대한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분석 기준에 대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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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수학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 비교

우리나라와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Ⅳ-1>과 같다. 

<표 Ⅳ-1> 교과서별 인지적 노력수준 과제 수와 비율 

  교과서

인지적 

노력수준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

A B 평균

낮은 

수준

M 16(9.5%) 20(11.4%) 18(10.5%) 15(6.8%) 14(6.0%) 16(6.4%)

PNC 117(69.2%) 115(65.3%) 116(67.3%) 160(72.1%) 176(75.5%) 154(61.8%)

높은 

수준

PWC 32(18.9%) 35(19.9%) 33.5(19.4%) 35(15.8%) 35(15.0%) 71(28.5%)

DM 4(2.4%) 6(3.4%) 5(2.9%) 12(5.4%) 8(3.4%) 8(3.2%)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분석 결과 A 교과서는 낮은 수준의 과제 비율이 78.7%, 높은 수준의 

과제 비율이 21.3%로 나타났다. B 교과서는 낮은 수준의 과제(M, PNC) 

비율이 76.7%, 높은 수준의 과제(PWC, DM) 비율이 23.3%로 나타났다. 

즉, 수학 개념이나 성질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

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교과서 A, B의 평균을 구하면 M 과제가 

10.5%, PNC 과제가 67.3%, PWC 과제가 19.4%, DM 과제가 2.9%이다. 인

도 교과서의 경우 M 과제가 6.8%, PNC 과제가 72.1%, PWC 과제가 

15.8%, DM 과제가 5.4%이다. 핀란드 교과서의 경우 M 과제가 6.0%, 

PNC 과제가 75.5%, PWC 과제가 15.0%, DM 과제가 3.4%이다. 호주 교과

서의 경우 M 과제가 6.4%, PNC 과제가 61.8%, PWC 과제가 28.5%, DM 

과제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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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M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국가

의 교과서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소수나 합성수의 개념, 거듭제곱의 표기, 수학적 기호에 대한 암기 문제

를 많이 다루고 있다. 특히 B 교과서는 수학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빈

칸 채우기 문제를 단원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M 과제의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국가의 교과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낮은 수준의 문제이지만, 인도와 핀란드 교과서의 경우 학습

한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수학 개념이나 특

정한 절차를 사용하는 PNC 과제의 비율이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상대적

으로 높다. 높은 수준의 과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면 호주, 우

리나라, 인도, 핀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 교과서에 수학 개

념,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발달시키는 문제나 복잡하고 비 알

고리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큼을 의미한다.

PNC 과제와 PWC 과제가 전체 과제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네 국가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이는 대수 학습 이전에 학

습하는 산술 과제의 경우 네 국가의 교과서 모두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PNC 과제는 

문제해결의 절차가 학생 스스로의 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

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고, PWC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개

념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네 

국가의 교과서는 모두 본문에 제시된 개념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즉

각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호주 교과서의 경우 다른 국가의 교과서보다 PWC 과

제의 비율이 약 10%가량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본문에서 배운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고난도의 문항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음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공약수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그림 Ⅳ-1]과 같은 PNC 과

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교육부(2015)의 성취기준(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

수를 구하기)과 유의사항(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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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루지 않음)에 근거한 것이다.

A 교과서의 PNC 과제 (p. 22) 호주 교과서의 PNC 과제(p. 67)

[그림 Ⅳ-1] 소인수분해 단원에서의 PNC 과제

반면 호주 교과서는 주어진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것만을 요구

하지 않고, 이어서 최소공배수가 21, 24인 두 수를 구하게 하거나 최대

공약수가 4, 6인 두 자리 수의 쌍을 구하는 문제를 제시한다([그림 Ⅳ-2] 

참조). 호주 교육과정에도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개념에 대한 성취

기준(소인수분해를 비교함으로써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관련된 문

제를 해결)이 있지만(ACARA, 2013, p. 73), 특정한 알고리즘을 바로 사용

하여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과정도 생

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호주 교과서(p. 64) 호주 교과서(p. 67)

[그림 Ⅳ-2] 소인수분해 단원에서의 PWC 과제

우리나라, 인도 교과서의 경우 PWC 과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적으

로 제시하거나 개념을 학습한 뒤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그림 Ⅳ-3] 참조). 

즉, 고난도 문제라 하더라도 전략이나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적용함으

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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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과서(p. 28)

6학년 인도 교과서 (p. 67)

[그림 Ⅳ-3] 소인수분해 단원에서의 PWC 과제

호주 교과서의 ‘problem solving’에 제시되는 PWC 과제의 경우 문

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전략을 습득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약수와 배수 개념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을 해석하여 

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그림 Ⅳ-4] 참조).

호주 교과서(p. 67)

[그림 Ⅳ-4] 소인수분해 단원에서의 PWC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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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도가 가장 높다. 인도의 경우 정수와 

유리수 과제에서는 연산의 기본 성질을 일반화하여 표현하거나 이를 정

당화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아 DM 과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분석된 바 

있다(김재헌 외, 2019). 분석 대상을 수와 연산 영역 전체로 확장했을 때

에도 인도 교과서에는 DM 과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시되는 DM 과제는 수의 성질이나 수들의 관계를 추론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는데([그림 Ⅳ-5] 참조), A 교과서는 게임을 

활용하여 수의 성질을 탐구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A 교과서(p. 54) B 교과서(p. 31)

[그림 Ⅳ-5]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의 DM 과제

인도와 호주 교과서 역시 수학 개념이나 문제해결 전략을 발견하고 이

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게임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게임을 활용

한 과제들은 비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통해 수학 개념, 과정, 관계에 대

한 성질을 이해하고 탐색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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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과제의 대수적 사고 비교

다음은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단원의 

과제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석했을 때, 각 국가의 교과서 과제가 

어떠한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

라,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서의 과제는 대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비교한다. 이어서 소인수분해 단원과 정수와 유리수 단원

에서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1.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서 과제의 특징

수 개념의 확장과 연산의 기본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적인 내용요소이다. 이때 각 

국가의 교과서 과제에서 대수적 사고를 분석했을 때, PNC 과제는 주로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사칙 계산을 수행하는 문제로 이

루어져 있다([그림 Ⅳ-6] 참조). 

A 교과서(p. 50) 7학년 인도 교과서(p. 21)

핀란드 교과서(p. 19) 호주 교과서(p. 283)

[그림 Ⅳ-6] 산술 계산과 관련된 PNC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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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제들은 산술 연산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연산의 구조를 산술식에 적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 교과서는 비교 국가의 교과서보다 PWC 

과제에서 산술 계산을 활용한 문제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조건이나 복

잡한 식을 단순화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교 국가의 교과서에는 없는 유형

이다. 그러나 A, B 교과서를 비교하면 비슷한 유형이 많다([그림 Ⅳ-7] 

참조). 이러한 유형들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교과 검정

기준을 따르고 있는 문제들이다.

A 교과서 PWC 과제(p. 30) B 교과서 PWC 과제(p. 31)

A 교과서 PWC 과제(p. 50) B 교과서 PWC 과제(p. 50)

[그림 Ⅳ-7] 산술 계산과 관련된 PWC 과제(우리나라)

호주 교과서는 개념을 비교적 간단히 설명하고 많은 예제와 연습문제

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술 계산에 대한 예제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이후에 대수식에 내재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마련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술식에서의 패턴을 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난도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한 손

에는 짝수개의 사물을 쥐게 하고, 다른 손에는 홀수개의 사물을 쥐게 한

다. 그리고 왼손에 있는 사물의 개수에는 짝수를 곱하고, 오른손에 있는 

사물의 개수에는 홀수를 곱하여 더한 후 그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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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게 한다. 그 결과를 통해 각 손에 있는 사물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

수인지 맞히는 것이다([그림 Ⅳ-8] 참조). 즉, ‘(왼손에 있는 수)×(짝수)

(오른손에 있는 수)×(홀수)(결과)’에서 ‘결과’의 값을 관찰하여 왼

손 또는 오른손에 있는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히는 것이다. 이와 같

이 대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산술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짝수, 홀수의 

합이나 곱의 결과와 같은 수의 성질을 탐색하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호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패턴을 관찰하여 산술의 법칙이나 성질을 대

수적 용어나 기호로 확장하고 적용한다)과 관련된 것이며, 산술 활동이 

기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됨으로써 변수를 이해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고 있다(Fujii & Stephens, 2008). 

호주 교과서(p. 65)

[그림 Ⅳ-8] 동치관계와 관련된 DM 과제(호주)

인도 교과서는 모든 인지적 노력수준의 과제에서 연산의 기본성질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M 과

제에서는 곱셈의 항등원이나 역원,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확인하게 

한다([그림 Ⅳ-9] 참조).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된 수 체계에서 공통적으



- 51 -

로 성립하는 기본 성질이 무엇인지 추론하게 함으로써 연산의 구조나 원

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Ⅳ-10] 참조).

8학년 인도 교과서(p. 14)

[그림 Ⅳ-9]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M 과제(인도)

8학년 인도 교과서(p. 6)

8학년 인도 교과서(p. 9)

[그림 Ⅳ-10]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M 과제(인도)

PNC 과제에서는 덧셈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덧셈의 항등원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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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한 문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등식이 성립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그림 Ⅳ-11] 참조). 능숙한 계산의 수행이나 절차에 

초점을 두기보다 계산의 과정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산술식에 내재된 구조적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학년 인도 교과서(p. 9)

7학년 인도 교과서(p. 18)

[그림 Ⅳ-11]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PNC 과제(인도)

나눗셈에서는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산술의 사례

를 활용한다([그림 Ⅳ-12] 참조). 산술 계산을 통해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곱셈이나 나눗셈이 포함된 혼합식의 계산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지원

할 수 있는 문제이다.

7학년 인도 교과서(p. 26)

[그림 Ⅳ-12]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PNC 과제(인도)

PWC 과제에서는 덧셈이나 곱셈에서 항등원이나 역원의 관계를 추론

하거나 정당화하는 문제를 제시한다([그림 Ⅳ-13] 참조). 등식의 성질은 

항등원이나 역원의 개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산술 활동이 등식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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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8학년 인도 교과서(p. 13) 8학년 인도 교과서(p. 15)

[그림 Ⅳ-13]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PWC 과제(인도)

DM 과제에서는 덧셈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임의의 정수에 대해

서도 성립할지 추론하는 문제, 유리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다른 수 체

계에서도 성립하는지 추론하는 문제가 있다([그림 Ⅳ-14] 참조). 여러 가

지 산술 계산에서 패턴을 관찰하여 연산의 기본성질과 같은 수학적 구조

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7학년 인도 교과서(p. 9)

8학년 인도 교과서(p. 11)

[그림 Ⅳ-14]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DM 과제(인도)

즉, 인도 교과서는 여러 가지 계산으로부터 나타난 패턴을 통해 연산

의 기본성질을 일반화하고 수학적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패턴의 관찰과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강조한 인도 교육과정에 근거한다. 수학적 

관계에 대해 추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산술에 이해가 깊어질 수 있

고, 대수나 그 외의 영역에서 다루는 형식적인 증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

이다(Blanton et al., 2011/2017, pp. 22-23). 또한 산술 영역에서의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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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학 개념이나 성질을 기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Stephens et al., 2017), 수 체계를 넘나들며 연산

의 기본 성질을 추론하는 것은 이후 대수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핀란드 교과서는 산술과 대수를 연계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그림 

Ⅳ-15] 참조). 이러한 문제는 수와 연산의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

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풀이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이는 사고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기르는 것을 강조한 핀란드 교육과정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교과서(p. 59) 핀란드 교과서(p. 61)

핀란드 교과서(p. 60) 핀란드 교과서(p. 60)

[그림 Ⅳ-15]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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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 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M 과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적 사고는 일반화된 산술이었으며 주로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 참

조). 이러한 과제는 우리나라, 인도, 호주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 

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래의 절에서는 각 국가의 교과서가 어떠한 

과제를 통해 대수적 사고를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 Ⅳ-2> M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유형과 구성 비율

M과제   일반화된 산술 함수적 사고

소인수분해

A 교과서 - -

B 교과서 - -

인도 교과서 - -

핀란드 교과서 - -

호주 교과서 1/203 (0.5%) -

정수와 

유리수

A 교과서 2/133 (1.5%) -

B 교과서 5/125 (4%) -

인도 교과서 5/152 (3.3%) -

핀란드 교과서 0 -

호주 교과서 3/203 (1.5%) -

개수/전체 (비율)

2.2.1. 소인수분해 단원 과제의 특징

호주 교과서의 문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적 사고는 일반화된 산술이

다. [그림 Ⅳ-16]의 문제는 약수와 배수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은 12의 

약수이고, 24는 4의 배수임을 쓰는 것이다. 여기서 3이 12의 약수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가 3으로 나누어짐을 알아야 하고, 24가 4로 나누

어짐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산술 계산에 대한 이해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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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과서(p. 66)

[그림 Ⅳ-16] 산술 계산과 관련된 M 과제(호주)

2.2.2. 정수와 유리수 단원 과제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덧셈이나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개념이

나, 덧셈이나 곱셈의 계산 원리에 대한 문제를 통해 산술식의 구조에 대

한 이해를 지원한다([그림 Ⅳ-17] 참조). 곱셈의 계산 원리와 관련된 문

제는 A 교과서의 경우 탐구활동, B 교과서의 경우 본문의 내용에 근거

하고 있다([그림 Ⅳ-18] 참조). 즉, 산술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

기 위해 A, B의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산술 계산의 패턴에 근거하고 있

는 것이다. 여기서 A 교과서는 산술 계산의 패턴 찾기를 문제로 구성하

였지만 B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의 기본성질과 관련하여 

교과서마다 다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교과서(p. 50) B 교과서(p. 59)

[그림 Ⅳ-17] 연산의 기본성질과 관련된 M 과제(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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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p. 56)

B 교과서(p. 56)

[그림 Ⅳ-18] 패턴 찾기와 관련된 활동(우리나라)

호주 교과서도 학생들이 계산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강

조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다만 그러한 문제 이전에 간단한 사례를 한 번 

더 제시하여 연산의 구조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A 교

과서의 구성 방식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그림 Ⅳ-19]의 문제를 통해 산

술 계산에서 패턴을 찾은 후, 이어서 [그림 Ⅳ-20]의 문제와 같이 부호가 

같거나 다른 두 수를 곱했을 때 그 수의 부호를 일반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호주 교과서는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 많은 산술 

예제를 통해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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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과서(p. 273)

[그림 Ⅳ-19] 패턴 찾기와 관련된 활동(호주)

호주 교과서(p. 273)

[그림 Ⅳ-20]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M 과제(호주)

2.3. PNC 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우리나라, 인도, 호주 교과서의 PNC 과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적 사

고는 일반화된 산술이며, 소인수분해 단원에 20% 내외,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 40% 내외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소

인수분해와 관련된 문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약 9%의 낮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표 Ⅳ-3> 참조). 아래의 절에서는 각 국가의 교과서에 제시된 

PNC 과제들이 어떻게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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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PNC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유형과 구성 비율

M과제   일반화된 산술 함수적 사고

소인수분해

A 교과서 39/133 (29.3) -

B 교과서 32/125 (25.6%) -

인도 교과서 30/152 (19.7%) 1/147 (0.7%)

핀란드 교과서 16/176 (9.1%) -

호주 교과서 48/203 (23.6%) 1/203 (0.5%)

정수와 

유리수

A 교과서 57/133 (42.9%) 1/133 (0.8%)

B 교과서 49/125 (39.2%) -

인도 교과서 68/152 (44.7%) 3/152 (2.0%)

핀란드 교과서 121/176 (68.8%) 2/176 (1.1%)

호주 교과서 73/203 (36.0%) 2/203 (1.0%)

개수/전체 (비율)

2.3.1. 소인수분해 단원 과제의 특징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약수와 배수를 활용한 계산 문제와 소인수분해

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제시된다. 소인수분해에 대한 문제의 경우 계산

을 통해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므로, 등호를 

‘치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그림 Ⅳ-21] 참조).

B 교과서(p. 17) 6학년 인도 교과서(p. 61)

핀란드 교과서(p. 33) 호주 교과서(p. 81)

[그림 Ⅳ-21] 동치관계와 관련된 PNC 과제

또한 옳은 표현을 찾게 함으로써 두 대상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

로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나 2×3×9와 같이 완전히 

소인수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를 보고 15를 3×5로 바꾸거나 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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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Ⅳ-22] 참조). 직접 계산

을 하여 답을 구하기보다는 거듭제곱의 정의를 이해하고 양 사이의 관계

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등호를 ‘같음’과 ‘치

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A 교과서(p. 30) 6학년 인도 교과서(p. 62)

[그림 Ⅳ-22] 동치관계와 관련된 PNC 과제(우리나라, 인도)

2.3.2. 정수와 유리수 단원 과제의 특징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제시된 문제이다. 앞서 2.1절에서 설명

하였듯이 네 국가의 교과서에서 PNC 과제는 주로 산술 계산에 대한 과

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산술 계산 이외의 문제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4)＋(＋7)＝(＋3)을 (＋3)－(＋7)＝(－4)로 나타내보게 하는 것과 

같이,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계산의 원리를 정수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있다([그림 Ⅳ-23] 참조). 

  

A 교과서(p. 51) B 교과서(p. 60)

[그림 Ⅳ-23] 동치관계와 관련된 PNC 과제(우리나라)

핀란드의 경우 실생활의 문제를 도입하여 수은주를 이용하는 것이 특

징인데, 수은주는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도 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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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원한다([그림 Ⅳ-24] 참조). 여기서 ‘헬싱키보다 바사가 (  )℃ 

더 춥다’는 ‘(＋1)＝(－1)＋2’또는 ‘(＋1)－2＝(－1)’로 나타낼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들은 산술식을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보

다 결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MacGregor & Stacey, 1997), 등호의 의

미를 관계적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ittle-Johnson et al., 2011).

핀란드 교과서(p. 9)

[그림 Ⅳ-24] 동치관계와 관련된 PNC 과제(핀란드)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문제도 양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Ⅳ-25] 참조). 여기서 학생들은 뺄

셈의 경우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나눗셈과 곱셈이 혼

합된 식의 경우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연산의 기

본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대를 마련하는 산술 문제라고 할 수 있

다(Carpenter et al., 2003). 산술의 관계를 일반화하고 양 사이를 관계적

으로 이해하는 것은 방정식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다. 등호의 양변에 놓인 식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이 방정

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62 -

A 교과서(p. 53)

B 교과서(p. 64)

[그림 Ⅳ-25] 연산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PNC 과제(우리나라)

산술 계산을 통해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로부터 음수 계산의 규칙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Ⅳ

-26] 참조). 이는 연산의 원리에 대해 수학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A 교과서(p. 56)

[그림 Ⅳ-26] 패턴 찾기와 관련된 활동(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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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패턴 찾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과서는 연산의 원리를 터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한적으로만 도입하는데 비해, 인도, 핀란드, 호주

는 비교적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다([그림 Ⅳ-27] 참조). 예를 들어 인도

와 핀란드는 음수의 성질이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제시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도는 8개의 음의 정수와 3개의 양의 정수를 

곱했을 때 식의 부호를 결정하게 한 뒤, 음의 정수가 곱해진 횟수를 12

번, 2(단, 은 자연수)번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열을 나열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9, 5, 1, …과 같은 수열

에서 학생들은 9에 어떤 수를 더해야 5를 얻는지, 5에 어떤 수를 더해야 

1을 얻는지를 파악해야 하므로, 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함수적 사고는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관계에 대해 확실성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Smith, 2008). 수의 관계로부터 패턴을 

찾고 일반화하는 것은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함수적 사고

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7학년 인도 교과서(p. 14) 핀란드 교과서(p. 23)

호주 교과서(p. 261)

[그림 Ⅳ-27] 패턴 찾기와 관련된 PNC 과제(인도, 핀란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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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WC 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우리나라, 인도, 호주 교과서의 PWC 과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적 

사고는 일반화된 산술이며, 공통적으로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Ⅳ-4> 참조). 아래의 절에서는 각 국가의 교과서에 제시된 PWC 

과제들이 어떻게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표 Ⅳ-4> PWC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유형과 구성 비율

PWC과제   
일반화된 산술

(개수/전체)
함수적 사고

소인수분해

A 교과서 21/133 (15.8%) -

B 교과서 18/125 (14.4%) -

인도 교과서 15/152 (9.9%) -

핀란드 교과서 3/176 (1.7%) -

호주 교과서 27/203 (13.3%) 3/203 (1.5%)

정수와 

유리수

A 교과서 9/133 (6.8%) -

B 교과서 16/125 (12.8%) -

인도 교과서 16/152 (10.5%) 1/152 (0.7%)

핀란드 교과서 29/176 (16.5%) 1/176 (0.6%)

호주 교과서 39/203 (19.2%) -

개수/전체 (비율)

2.4.1. 소인수분해 단원 과제의 특징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조건을 만족하

는 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략을 스스로 탐색하

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곱셈과 나눗셈이 포함된 계산에 능숙해

지는 것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Ⅳ-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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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p. 30) B 교과서(p. 28)

6학년 인도 교과서(p. 54) 핀란드 교과서(p. 33)

호주 교과서(p. 64)

[그림 Ⅳ-28] 산술 계산과 관련된 PWC 과제

또한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는 개념을 수학 

외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Ⅳ-29] 참조). 이

를 위해서는 수학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실생활 문

제를 통해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B 교과서(p. 27)

인도 교과서(p. 67)

[그림 Ⅳ-29] 산술 계산과 관련된 PWC 과제(우리나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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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 계산으로부터 수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림 Ⅳ-30] 참조). 이는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수의 구조적인 성질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은 항상 1인가?’, ‘홀수로 이루어진 두 자릿

수가 소수일 때, 자릿수를 바꿔도 소수인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와 

같이 추론한 사실을 수의 영역 전체로 일반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6학년 인도 교과서(p. 63) 호주 교과서(p. 66)

6학년 인도 교과서(p. 53) 호주 교과서(p. 70)

[그림 Ⅳ-30] 산술 계산과 관련된 PWC 과제(인도, 호주)

한편,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동치관계의 의미를 ‘같음’에 주목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


과 □


가 동시에 자연수가 되는 □의 값 

구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구하기와 같은 문제이다([그림 Ⅳ

-31] 참조). 여기서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등의 수학 개념

을 활용하여 □의 값을 찾게 된다. 즉, ‘산술식결과’의 꼴이 있을 때 

‘결과’의 값과 같아질 수 있도록 ‘산술식’을 조작하는 것이므로, 등

호는 좌변과 우변의 같음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술식

을 계산보다는 양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함으로

써, 등호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사

이의 관계를 단순화하여 식을 만들어보는 문제 역시 동치관계를 ‘같

음’의 의미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Ⅳ-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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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p. 23) B 교과서(p. 19)

A 교과서(p. 27) B 교과서(p. 28)

[그림 Ⅳ-31]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우리나라)

호주 교과서(p. 76)

[그림 Ⅳ-32]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호주)

서로 다른 표현을 가진 두 대상을 같게 둠으로써 등호를 ‘치환’의 

의미에서 다룰 수도 있다([그림 Ⅳ-33] 참조). 다른 표현을 가진 두 대상

이 같음을 보이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대상의 같

음을 전제하고 하나를 다른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

서 [그림 Ⅳ-31]의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

A 교과서(p. 15)

[그림 Ⅳ-33]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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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480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인도와 호주의 경우 골드바흐의 추측을 활용하

여 수를 여러 소수들의 합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

를 지원하고 있다([그림 Ⅳ-34] 참조). 즉, ‘산술식결과’의 형태에서 

‘산술식’을 조작하면서 ‘결과’의 값을 찾기보다는, ‘결과’를 다양

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호주는 수를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본 후 개수를 늘려 세 개, 네 개의 합으로도 나타내보게 

한다. 하나의 수학적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다

룸으로써 ‘치환’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핀란드 교과서(p. 33) 인도 교과서(p. 54)

호주 교과서(p. 69)

[그림 Ⅳ-34]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인도, 핀란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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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정수와 유리수 단원 과제의 특징

2.1 절에서 우리나라의 PWC 과제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반면 비교 국가에서는 계산 과정이 단순하더라도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한다([그림 Ⅳ-35] 참조). ‘＿’나 ‘□’가 미지의 값임을 고려했

을 때, 역연산 문제는 방정식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인도 교과서(p. 131) 핀란드 교과서(p. 29) 호주 교과서(p. 274)

[그림 Ⅳ-35]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인도, 핀란드, 호주)

등호와 부등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해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수를 두 개 택하여 교환한 

후 곱하거나 합이 0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크고 작음을 비교하

는 문제이다([그림 Ⅳ-36] 참조). 이는 양변의 같음과 다름을 판별하여 

등호와 부등호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서로 다른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인식하고 ‘＝’를 ‘＞’와 ‘＜’가 아닌 것으로 보게 함으로써 

등호를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Hattikudur 

& Alibali, 2010). 

핀란드 교과서(p. 23) 핀란드 교과서(p. 31)

[그림 Ⅳ-36]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우리나라,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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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이의 관계를 만족하는 식을 구하고 해를 찾는 것 역시 동치관계

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때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

과서는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그림 Ⅳ-37] 참

조). 이러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구성하게 되는 식은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등호의 양변에 놓인 수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방

정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 교과서(p. 71) B 교과서(p. 50)

핀란드 교과서(p. 60)

7학년 인도 교과서(p. 26)

호주 교과서(p. 279)

[그림 Ⅳ-37] 동치관계와 관련된 PWC 과제

양 사이의 관계에서 패턴을 찾음으로써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그림 Ⅳ-38] 참조). 예를 들어 핀란드 교과서의 문제에서 

학생들은 두 양의 변화를 관찰하여 하루에 ＋4만큼 움직인다는 사실을 

통해 ＋19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날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호주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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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학생들은 양 사이의 관계를 통해 수열의 일반적인 규칙을 찾고 

누락된 수들을 찾을 수 있다. 함수적 사고는 양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나타내고 확실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진다(Smith, 2008).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에게 패턴을 관찰하고 그 패턴을 일반화하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다.

핀란드 교과서(p. 9) 호주 교과서(p. 155)

[그림 Ⅳ-38] 패턴 찾기와 관련된 PWC 과제(핀란드)

2.5. DM 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우리나라, 인도, 호주 교과서의 DM 과제에서 일반화된 산술과 함수적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표 Ⅳ-5> 참조). 다만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과제의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인도의 

교과서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절에서는 어떠한 과제를 

통해 대수적 사고를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 Ⅳ-5> DM과제에서의 대수적 사고 유형과 구성 비율

DM과제   일반화된 산술 함수적 사고

소인수분해

A 교과서 1/133 (0.8%) 1/133 (0.8%)

B 교과서 2/125 (1.6%) 1/125 (0.8%)

인도 교과서 1/152 (0.7%) 1/152 (0.7%)

핀란드 교과서 1/176 (0.6%) -

호주 교과서 2/203 (1.0%) 2/203 (1.0%)

정수와 

유리수

A 교과서 1/133 (0.8%) 1/133 (0.8%)

B 교과서 1/125 (0.8%) 1/125 (0.8%)

인도 교과서 4/152 (2.6%) 6/152 (3.9%)

핀란드 교과서 3/176 (1.7%) -

호주 교과서 2/203 (1.0%) -

개수/전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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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소인수분해 단원 과제의 특징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수에 내재된 성질들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동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그림 Ⅳ-39] 참조).

B 교과서(p. 31)

  

 
인도 교과서(p. 53) 핀란드 교과서(p. 35)

호주 교과서(p. 66)

[그림 Ⅳ-39] 동치관계와 관련된 DM 과제(인도, 호주)

수에 내재된 성질들을 게임에 적용하여 규칙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함

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A 교과서의 경우 번째 학생

이 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는다. 예를 들어 1이 적힌 카드는 1번째 

학생에 의해서만 뒤집히고, 2가 적힌 카드는 1번째 학생과, 2번째 학생

에 의해 뒤집힌다. 즉, 이 적힌 카드는 의 약수의 개수 번만큼 뒤집히

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색깔은 의 약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빨간색에 적힌 숫자들의 특징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관찰한 패턴으로부

터 수학적인 확실성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Ⅳ-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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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p. 32)

[그림 Ⅳ-40] 패턴 찾기, 산술 계산과 관련된 DM 과제(우리나라)

호주 교과서는 3×5나 6×10의 크기의 탁자에서 공을 굴렸을 때 공이 

들어가는 위치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게 한다. 그 이후 탁자

의 가로나 세로 길이를 소수로 확장하면서 일반적인 규칙을 추론하도록 

한다([그림 Ⅳ-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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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과서(p. 72)

[그림 Ⅳ-41] 패턴 찾기와 관련된 DM 과제(호주)

인도 교과서는 선택한 수의 약수들이 적힌 카드를 상대방이 가져가는 

게임 활동을 통해 대수적 사고를 지원한다. 상대방이 가져가는 약수들의 

합이 작으려면 자신은 소수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그

림 Ⅳ-42] 참조). 인도 교과서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게임에 내재된 원리나 산술 규칙을 발견하

고 이를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 활동들은 특정한 맥

락에서 이해한 사실을 표현함으로써 수식의 구조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bramaniam & Banerjee, 2011, p. 

99). 또한 수의 개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규칙이나 패턴을 찾고 이를 

일반화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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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교과서(p. 47)

[그림 Ⅳ-42] 패턴 찾기와 관련된 DM 과제(인도)

한편, 호주의 교과서에는 일정한 시간차가 나는 두 시계의 시각이 언

제 같아질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있다([그림 Ⅳ-43] 참조). 여기서 1시

간이 지남에 따라 두 시계는 10분씩 차이가 나므로, 시간 후에는 10분

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두 시계의 시각이 같아지는 경우는 10

분이 12×60의 배수와 같아질 때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각의 차

이(10)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므로 연속적인 관점에서의 공변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변추론은 변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두 

양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함수적 사고의 기초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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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Confrey & Smith, 1994; Smith,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호주 

교과서는 두 시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나 패턴을 찾고, 그러

한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수적 사고를 지원한

다고 볼 수 있다.

호주 교과서(p. 76)

[그림 Ⅳ-43] 공변추론과 관련된 DM 과제(호주)

2.5.2. 정수와 유리수 단원 과제의 특징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는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문

제가 있다([그림 Ⅳ-44] 참조). A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는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나온 임의의 수 세 개와 사칙연산을 조합하여 －4부터 4까지의 

정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핀란드는 5, 8, 10을 이용하여 문제에 제시된 

수를 표현하게 하고, 호주는 양 사이의 관계를 통해 ○, □, ▲가 의미하

는 수를 추론하고 이를 이용하여 49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계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양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즉, 관계적 수준에서 등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므로 동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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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p. 72)

핀란드 교과서(p. 60) 호주 교과서(p. 60)

[그림 Ⅳ-44] 동치관계와 관련된 DM 과제(우리나라, 핀란드, 호주)

B 교과서 역시 양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 , × ’의 관계로부터 와 의 일반적인 관계

를 추론하는 문제이다([그림 Ⅳ-45] 참조). 이때 음수와 음수의 곱, 음수

와 양수의 곱, 양수와 양수의 곱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B 교과서(p. 59)

[그림 Ⅳ-45] 동치관계와 관련된 DM 과제(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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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도쿠나 시계를 동치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활용하기도 한다([그

림 Ⅳ-46] 참조). 상자에 들어갈 수나 시계 바늘의 위치에 따라 값이 변

하므로, 등호와 부등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다. 두 대상의 같음과 같지 않음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등호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핀란드 교과서(p. 60)

호주 교과서(p. 279)

[그림 Ⅳ-46] 동치관계와 관련된 DM 과제(핀란드, 호주)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산술 계산을 활용하여 함수적 사고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산술 계산에서 패턴을 관찰하고 이를 일

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Ⅳ-47]). 패턴을 인식하고 일반화하

는 것은 함수적 사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의미를 갖는다

(Kapu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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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p. 54) B 교과서(p. 54)

[그림 Ⅳ-47] 패턴 찾기와 관련된 DM 과제(우리나라, 핀란드)

함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인도 교과서는 공변추론을 지원할 수 있는 문

제를 제시한다. 합이나 차가 일정한 두 수를 찾거나, 나눗셈의 결과가 

일정한 두 수를 찾는 문제와 같은 유형이다([그림 Ⅳ-48] 참조). 이 문제

는 사칙계산을 통해 두 수의 관계에 주목하고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다. 

7학년 인도 교과서(p. 8)

7학년 인도 교과서(p. 26)

[그림 Ⅳ-48] 공변추론과 관련된 DM 과제(인도)



- 80 -

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2종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

서 1종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특징을 도출하고, 

외국 교과서에서 의미 있는 과제를 탐색하여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수학 과제 분석틀(Stein 

et al., 2000)과 대수적 사고 프레임(Kaput, 2008)에 근거하여 각 국가의 

교과서 과제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수학 과제 분석틀을 통해 각 과제의 난이도나 사고 수준의 깊이를 분

석하였고, 대수적 사고 프레임을 통해 산술 영역 과제를 질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가 주로 인지적 노력수

준이 낮은 과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의 과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권지현, 김구연, 2013; 김미희, 김구연, 2013; 홍창준, 김구

연, 2012). 그러나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이 낮다고 해서 수학 교과의 

학습에 항상 부적합한 것은 아니며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이 높다고 해

서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문제 모두가 중요하다(Stein et al., 1996). 

즉, 기본적인 사실을 되풀이하거나 속도, 정확성이 중요할 때가 있으며 

개념적 이해가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Stein et al., 2000). 이에 본 연

구자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의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했을 때 높은 수준의 과제를 늘리는 것만이 난이도의 편중을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

의가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해서도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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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

를 비교했을 때, 인지적 노력수준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2.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에서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

에 대한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류했을 때, 대수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

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2-1. 각 국가별 교과서 과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2-2. 각 국가별 교과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을 분류했을 때, 대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과제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의 수와 

연산에 제시된 과제의 내용과 범위를 기준으로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

서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 총 1,04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인지적 노력수준을 비교하였고, 그 이후 과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적 

사고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

된 M 과제의 비율은 10.5%로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보다 약 4% 

가량 높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수학적 용어에 대한 암기

나, 연산의 기본성질에 대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와 핀란드 교과서의 경우는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암기하는 문제보다는 본문에서 다룬 개념,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PNC 과제의 비중이 70%를 넘는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PNC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인 67.3%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소인수

분해, 사칙계산 등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의 배양에 대한 성취기준을 제

시하므로 배운 것을 확인하거나 절차를 적용하는 과제에 편중되어 있는

데, 인도와 핀란드 역시 그러한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 국가의 교과서 모두 PNC, PWC 과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80% 이상이다. 이는 네 국가의 교과서 모두 특정한 절차나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구성 비율이 높음을 뜻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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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과서는 전체에서 PWC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인도, 

핀란드 교과서보다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수학 개념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시된 수들의 최대공약

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네 국가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유형이다. 여기서 호주 교과서는 최대공약수가 4인 두 자리 수의 

쌍을 구하거나, 최소공배수가 21인 두 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생활의 문제 상황에 맞는 식을 세우고 약수와 배수를 이용하여 해결하

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ACARA(2013)의 성취기준(소인수분해를 

비교함으로써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과 관련

된 것으로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역의 과정을 

생각해보거나 식을 구하고 해석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자유발행제의 장점을 살려서 수학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비

교적 다양하게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A, B 교과서에도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개념을 적용한 

PWC 과제가 있다. 두 개념 중 어떤 것이 적용되었는지 알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로서, 교육과정(교육부, 2015)의 성

취기준(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

다)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

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교

과서의 과제에 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고려해볼 때, 과제의 

내용이나 다양성의 측면에서 검정제가 자유발행제에 비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DM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도의 교과서에서 약 5%, 그 외의 

교과서에서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의 교과서가 수학 개

념을 깊이 탐구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함을 

의미한다. 다만 그러한 문제는 소인수분해 단원보다 정수와 유리수 단원

에서 주로 제시되었고, 연산의 기본 성질을 일반화하여 표현하거나 정당

화하는 유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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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네 국가의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사칙계산을 통해 수와 연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산술 계산과 관련하여 비교 국가에 비해 다양

한 PWC 과제를 제시한다. 이때 A, B 교과서는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 

구하기,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에 관련된 성취기준을 준수한 문제들

을 제시하였으나 그 유형은 유사하다. 호주 교과서는 비교적 많은 산술 

예제, 산술식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대수적 구조가 명확한 과제를 제

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ACARA(2013)의 성취기준(패턴을 관찰하여 

산술의 법칙이나 성질을 대수적 용어나 기호로 확장하고 적용한다)과 관

련된 과제로서 산술 활동이 변수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교과서는 패턴의 관찰과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학습해야 

한다는 교과서 제작 지침에 근거하여, 산술 활동을 바탕으로 연산의 기

본성질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핀란드 교

과서는 사고 과정의 설명이나 표현을 강조한 교육과정에 따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는 특징

이 있다.

각 국가의 수학 과제가 어떠한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M 과제는 간단한 암기 문제를 통해 산술 계

산이나 산술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산술 계산을 암묵적으로 다루거나, 수 체계를 

확장하면서 연산의 기본성질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PNC 과제는 산술 계산, 동치관계, 함수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유리수의 사칙 계산을 통해 학생들이 계산의 원

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에는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거나 옳은 표현을 찾는 문

제가 있었고,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원리를 정수로 확장하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주어진 양들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동치관계

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인도, 핀란드, 호주 교과서는 음수 계산

이나 수열 문제와 같은 산술 과제를 통해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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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PWC 과제는 산술 계산, 동치관계, 함수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문제,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산술 계

산에 능숙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동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미지수를 포함한 식에서 미지수의 값을 찾는 문제, 골드바흐

의 추측을 활용하여 등호를 치환의 의미로 다루는 문제, 등호와 부등호

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양 사이의 관계로부터 패

턴이나 규칙을 찾음으로써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넷째, DM 과제는 동치관계와 함수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하다. 먼저 동치관계와 관련해서는 수 개념을 이용하여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문제, 주사위의 수들을 조합하여 －4부터 4까

지의 정수를 나타내는 문제, 스도쿠나 시계를 활용하여 등호나 부등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함수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술 계

산을 통해 패턴을 확인하거나 양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시계를 활용한 문제는 산술과 대수를 연계하여 공변추론에 대한 사

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 인지적 노력수준이 낮은 과제가 전체에

서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

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지적 노력수준이 높은 과제를 제시하는 방

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경우 인

지적 노력수준이 낮더라도 의미 있는 과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바 있다(김재헌 외, 2019). 수와 연산 전체로 분석 영역을 확대했

을 때, 본 연구 결과 역시 인지적 노력수준이 낮더라도 의미 있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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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약수와 배수 개념을 활용하

여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M 과제, 하나의 대

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함으로써 등호를 ‘치환’의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PNC 과제,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며 연산의 기본 성질

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PNC 과제, 수 체계를 확장하며 연산의 구조나 

원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PNC 과제가 있다. 즉, 인지적 노력수

준이 낮더라도 산술 활동을 통해 수학의 구조를 탐구하고, 등호를 관계

적인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음수 계산의 규칙과 같이 산술식으로부터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

을 찾고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PNC 과제가 네 국가의 교과서에 공통적

으로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산의 원리를 학습하는 목적에서 간략히 다루

고 있다. 학생들이 비록 형식적인 기호를 어려워할지라도 산술 활동을 

통해 일반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변수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Fujii 

& Stephens, 2008). 또한 산술 활동에서 규칙이나 패턴을 인식하여 수학

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자체가 함수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Kaput, 2008; Smith, 2008). 우리나라 교과서는 능

숙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외국의 교과서는 함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산술 과제도 다

양하게 제시함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와 연산 영역 과제

에서도 함수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과제를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함수

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서 비교를 통해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수적 사고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동치관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등호를 연산적인 수준에서만 다룬다면 방정식을 비롯

한 대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Byrd et al., 2015; Knuth et al., 2006). 

Jones 외(2012)는 ‘ (expressionresult)’에서 양변을 교환한 

‘  (resultexpression)’형태를 치환으로 보았는데(p. 168),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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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호의 의미를 좀 더 유연하게 보는 것으로서 등호를 관계적으로 해석하

는 것의 기반이 된다(Rittle-Johnson et al., 2011). 이러한 관점에서 골드

바흐의 추측과 같이 수학사적인 요소를 다루는 PWC 과제, 적절한 수를 

두 개 택하여 교환한 후 곱하여 양변의 대소를 비교하는 PWC 과제, 주

사위의 수를 조합하여 주어진 값을 나타내거나, 스도쿠, 산술의 원리를 

적용한 게임을 활용한 DM 과제는 동치관계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함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것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며(Smith, 2008), 이러한 활동에서 공변추론은 핵심적이

다(Slavit, 1997; Thompson & Carlson, 2017). 공변추론과 관련하여 인도 

교과서에는 합이나 차, 나눗셈의 결과가 일정한 두 수를 찾는 DM 과제, 

호주 교과서에는 두 시계의 시간차를 활용한 DM 과제가 있다. 두 양의 

이산적인 변화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함수 개

념의 학습임을 고려해볼 때, 인도와 호주의 사례들은 질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변추론 과제를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산술 과제가 인도의 교과서에서

만 제시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에서는 산술 계산으로부

터 패턴을 인식하고 연산의 기본 성질을 학습하는 등 구조적인 성질을 

다루는 문제들의 구성 비율이 높다. 중학교에서도 추상화된 수학을 다루

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인해(Subramaniam & Banerjee, 2011), 

NCERT(2005b)는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활동을 강조한 것

이다. 핀란드 역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스도쿠, 

물 붓기, 마방진)이나 단순히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는 계산문제(곱이 

같아질 수 있도록 양변에 제시된 수 중 두 개를 택하기)를 제시한다. 이

와 같이 양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단순한 알고리즘만으로 해결할 수

는 없는 산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

키고자 하는 핀란드 교육과정의 방침에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대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산술 활동이나 실생활의 문제를 통해 수학 개

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고난도 문제의 구성 비율이 높다. 이는 얕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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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을 피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해결 과정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학

생들이 이러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호주 교육과정의 방침

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A, B 교과서의 경우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상대

적으로 다양하지 않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에서 최대공약

수와 최소공배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 정수와 

유리수와 관련된 복잡한 계산문제는 다루지 않음을 명시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발행제를 택한 국가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문제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모험에 가깝다. 국정제로 개발된 인도 교과서와 자유발행제

로 개발된 호주 교과서에서 공변추론과 관련한 DM 과제가 제시될 수 있

었던 이유는 교육과정에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

었기 때문이다. 즉, 인도 교육과정은 패턴을 통한 개념의 학습을 강조하

였고 호주 교육과정은 ‘수와 대수’의 대영역 안에 ‘패턴과 대수’와 

‘선형적, 비선형적 관계’의 내용 영역을 둠으로써 패턴을 찾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의미 있는 산술 과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과

정을 서술하기보다 대수적 사고에 최적화된 형태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인도, 핀란드, 호주의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학 과제의 특징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 학

생들의 사고도 그러할 것이라고 적용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사의 지

도 방법이나 학생들의 문제해결 방법에 따라 인지적 노력수준은 높거나 

낮을 수 있다. 또한 양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된 과제가 동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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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함수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만 초

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다른 학년의 수와 연산 영역의 과

제나 교과서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대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을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산술 과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대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put(2008)의 대수적 사고 프레임을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프레임은 기호를 사용하여 

일반화를 표현하거나, 기호화된 일반화를 통해 추론하는 것을 대수적 사

고의 핵심 양상으로 보았다. 여기서 Blanton 외(2011/2017)는 대수적 사

고의 핵심 양상에 정당화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수적 사고가 나

타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산술 과제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보다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하며, 

대수적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범주들이 변화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어진 틀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비판적인 시각으

로 이를 정교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때 산

술 과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의 결과가 양질의 수학 과제를 개발하고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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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s serve as a means of ensuring that the intent of a curriculum is 

well achieved in the classroom. In this regard, mathematical tasks are very 

important for stimulating students’ curiosity and eliciting their participation. 

In particular, the tasks presented in the number and operation strand during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are the bases for learning mathematics in 

the future.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good tasks because students may 

have difficulties learning algebra if they only deal with procedural task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sks in the number and operation strand.

On the other hand, many researchers have compared the tasks by dividing 

their levels of cognitive demands into Memorization (M),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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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Connections (PNC), Procedures With Connections (PWC) and Doing 

Mathematics (DM) to elicit implications for the mathematical tasks. 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Korean textbooks consist of tasks with low 

levels (M, PNC) of cognitive demands. Hence,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the tasks with high levels (PWC, DM) of cognitive demands 

should be presented to students. In order to see whether the above 

discussions are valid or not in the number and operation tasks, this study 

compared the tasks in middle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used in Korea 

with those used in India, Finland, and Australia.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propose implications for the tasks in mathematics textbooks, focusing 

on the number and operation strand. For this study, the tasks in two Korean 

textbooks, one Indian textbook, one Finnish textbook and one Australian 

Textbook were analyzed for two months starting in September 2019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cognitive demand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f the tasks in the number and operation strand on learning 

algebra, algebraic thinking required in those tasks was compared for each 

level of cognitive demand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proportion of the M tasks is higher in the 

Korean textbooks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tasks of 

filling empty spaces, which have students memorize mathematical concepts, 

are presented in each chapter in Korean textbooks. Second, the PNC and 

PWC tasks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entire tasks in the four 

countries’ textbooks. Thi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arithmetic tasks that use algorithms or specific procedures. Here, the 

proportion of the PWC tasks is the highest in the Australian textbook. This 

reflects the trend of Australian education that stresses a complex 

problem-solving process because of the concern about the syndrome of 

shallow teaching. Third, the proportion of the DM tasks is the highest in 

Indian textbook. This results from many tasks that require the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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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eneralization of patterns to reflect the intent of the Indian curriculum.

With respect to algebraic thinking, the textbooks of the four countries 

commonly present tasks related to expanding the concept of numbers and 

performing basic mathematical operations of rational numbers. Although the 

types of mathematical operations are more variable in Korean textbook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n textbooks 

are not noticeable. This is because the tasks in Korean textbooks should 

comply with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curriculum. The Australian 

textbook presents high-level arithmetic tasks that require algebraic 

explanation of patterns. This relates to the Australian curriculum that 

emphasizes the extens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s and properties of 

arithmetic to algebraic terms and expressions. The Indian textbook, at all 

levels of cognitive demands, presents tasks which require students to infer 

the fundamental properties. This is based on the Indian curriculum that 

emphasizes observing patterns and learning through generalization. The 

Finnish textbook presents tasks that arouse curiosity and promote creative 

thinking. This relates to the Finnish curriculum that encourages students to 

present and discuss their own ideas with others.

Specific types of mathematical tasks that can support algebraic thinking 

include: First, the M tasks provide opportunitie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arithmetic structure or basic mathematical operations in the 

number systems. Second, the PNC tasks support the understanding of 

equivalence relationships through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given 

quantities. They may also support functional thinking through negative 

numbers or mathematical sequence tasks. Third, the PWC tasks help students 

to be good at arithmetic calculations by suggesting real-life situations and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equivalence relationships. They also 

support functional thinking by enabling students to find patterns in given 

quantities. Fourth, the DM tasks support students’ functional thinking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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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ing tasks which require covariational reason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number and operation strand, provided 

information on tasks that support understanding algebra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extbooks and the curriculum. 

Thu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offer some suggestions 

for number and operation tasks and for curriculum.

Keywords: middle school mathematics, number and operation strand, levels 

of cognitive demands, algebraic thinking 

Student Number: 2018-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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