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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은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발전하기까지 적지 
않은 공헌을 하면서 수학의 기호와 사고를 발전시켜
왔다. 수학은 원리나 법칙, 그 자체가 아름다울 뿐 아
니라 수학을 이용한 미술작품과 구조물에서는 도형의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또, 수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측정, 계산, 자료 해석 등 실생활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 학문의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수학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MOE, 2019a).
초등학교 수학 교과 목표는 수학의 기능을 습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주변 현상을 창의적으로 해결
하면서 수학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느끼는 것이다
(MOE, 2015). 이를 위해서는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
는 수와 연산 능력의 향상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수학 교과서의 질적 향상
을 위해 핀란드,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수학 
교과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과 캐나다의 수학 교과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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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초등학교에 관한 
연구는 없다.

캐나다는 운송, 통신, 기술집약적인 제조나 연구 분
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처럼 캐나
다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바탕이 바로 수
준 높은 교육과 높은 교육열이다(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9). 또한,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PISA 
평가의 상위권에 속해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
서, 한국과 캐나다의 적극적인 학술교류 및 기초학문
의 지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초등학
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수와 연산 영역
을 중심으로 형식적 분석(교과서 구성체제)과 내용적 
분석(수와 연산 영역의 학년별 도입 시기 및 학습 내
용, 초등학교 5, 6학년 수와 연산 영역 차시별 학습 
내용)을 통해 수학교육과정 및 수학 교과서, 교수학습 
방법뿐 아니라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
정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교과서 구성 체제, 수와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학년별 도입 시기와 학습 내용 
및 초등학교 5, 6학년 차시별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Ⅱ. 선행연구 분석

한국과 다른 나라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수와 연
산 영역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학위·학술 논문) 29편
을 교육과정별, 나라별, 학년별로 분석하였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총 4편(학술지 2편, 학위
논문 2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 7편(학술지 2편, 
학위논문 5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총 12편(학술지 
5편, 학위논문 7편), 그 이전은 총 6편(학술지 1편, 학
위논문 5편)이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 29 %, 일본 21 %, 싱가포
르 16 %, 핀란드 13 %, 중국 10 %, 북한 8 %로 아메
리카로는 미국이 유일하고, 유럽은 핀란드가 유일하
다. 나머지는 아시아 국가들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이 
18 %, 중학년(3, 4학년)이 25 %, 고학년(5, 6학년)이 
17 %로 분수와 소수가 도입되는 중학년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한국과 캐나다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교·분석
한 연구는 없었으며, 중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교·분

석한 논문이 8편 있지만, 연구 내용이 ‘수와 연산’ 영
역은 아니다.

한국의 2015 개정교육과정과 다른 나라(일본, 핀란
드, 호주)의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학 교과서 수와 연
산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Kang & Ryu, 2019; Kim et 
al., 2018).

첫째, 수학과 교육과정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부터 수학 교육을 시작하면 수학내용을 유치원부터 
계열화하여 위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두 교육과정 
간의 형식과 내용의 연계가 가능하다. 

둘째, 수학 교과는 학습 내용의 계열성이 분명하므
로 학년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이 더 실효성 있다. 학
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군의 융통성 있는 구성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총론의 핵심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학년군별로 수학 교과 역량의 성취기
준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수학 교
과 역량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탐색해
야 한다. 

넷째, 내용 체계에 있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핵심 개념이
나 일반화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수학 
교과 역량과 연계해 기능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방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발달 수준, 미래사회 대비,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초,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
정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내용에 대한 탐색
이 필요하다.

여섯째, 수학과 교육과정을 서지 자료뿐 아니라 웹 
자료로 다양화하여 수학과 교육과정을 웹의 기능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캐나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교·분석
한 연구가 없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초등학
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는 점과 캐나다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PISA 평가 상위권을 유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Ⅲ. 연구 방법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부 사이트에는 「Trillium 
List」라는 온타리오주의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승인
을 받은 교과서 목록이 있다. 「Trillium List」에 있는 
승인받은 교과서들은 교과서 검정 지침 제4조에 명시
된 기준에 따라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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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b). 캐나
다는 2020년 8월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지만, 본 연
구에서는 ‘2005 온타리오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거하
여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1~6학년, 총 12권)와 캐나다 온
타리오주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인 Pearson 
Education Canada사에서 발행한 Addison Wesley 
Math Makes Sense (Grade 1~6), Nelson 
Education Ltd.사에서 발행한 Nelson Mathematics 
(Grade 1~6) 총 2종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수와 연산 영역의 형식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의 분
석틀은 기존 연구(Kim, 2012; Lee, 2008; Lee, 2020)
의 교과서 분석틀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
하여 새롭게 만들어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한국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교
과목의 구성 및 문서 체제, 교과 교육의 목적 및 교과
의 목표,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과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교과목의 구성 및 문서 체제

한국과 캐나다 모두 수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학’
이라는 교과명을 사용한다. 하지만, 학년군 구성에 차
이가 있어 한국은 교육 내용을 학년군별(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로 제시하는 반면, 캐나다는 학
년별로 내용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수학과 교육과정을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Mathologie M’, ‘Mathology K’ 총 2종의 수학 교과
서를 검정교과서로 사용한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b). 반면 한국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수학과 교육과정이 별개로 존재하여 두 교육과정 간
의 중복, 누락, 격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체계를 보면 도입, 
수학 프로그램, 수학적 과정, 학생의 성취도 평가, 수
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8 
학년별 교육과정 기대, 용어 해설의 일곱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a). 반면, 한국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네 부분으로 이루
어져 있지만(MOE, 2015), 각각의 부분이 캐나다보다 
더 세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교과 교육의 목적 및 교과의 목표

한국은 수학 교육의 목적이 ‘성격’에 명시되어 있
다. 그 목적을 ‘도야적 가치’, ‘실용적 가치’, ‘심미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MOE, 
2015). 하지만, 캐나다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초반부 
즉,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수학 교과의 목적
을 추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
지 않다. 그 내용에는 ‘도야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를 포함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수학 학습을 통해 실생활뿐 아니라 
타교과 학습에도 활용되며, 학생들의 문제해결, 합리
적 의사 결정, 의사소통, 추론 등의 다양한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은 수학 교과의 목표가 수학과 총괄 목표와 학
교급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수학 교과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수학 
교과 목표를 살펴보면 수학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학 
교과 역량과 관련된 수학적 활동, 수학의 정의적 영역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한국과 캐나다 모두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과
정 총론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이고, 수학 
교과 역량은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의·융합, 정
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역량이다(MOE, 2015). 반면, 
캐나다는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내용
은 없지만, 한국의 수학 교과 역량이나 내용 체계에 
포함된 ‘기능’은 캐나다의 ‘수학적 과정’에 해당하며, 
수학적 과정은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추론과 증
명(reasoning and proving), 반성(reflecting), 도구와 계
산 전략 선택하기(selecting tools and computational 
strategies), 연결(connecting), 표현(representing), 의사
소통(communicating)으로 구분된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a). 아래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내용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 수학적 과정이 꼭 필요하
고 함께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과 캐나다의 수학과 교육과정 영역을 살펴보면 
한국은 ‘수와 연산’, ‘규칙성’, ‘도형’, ‘측정’, ‘가능성’ 
5개 영역, 캐나다는 ʻ수감각과 수세기(Number Sense 
and Numeration)ʼ, ʻ규칙성과 대수(Patterning and 
Algebra)ʼ, ʻ기하와 공간 감각(Geometry and Spatial Sense)ʼ, 
ʻ측정(Measurement)ʼ, ʻ자료 관리와 확률(Data Management 
and Probability)ʼ 의 5개 영역이다. 캐나다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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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수’라는 영역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수학 내용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와 다르게 수학과 교육과정에 ‘내용 
체계’를 포함하며 내용 체계에는 영역, 핵심 개념, 일
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이 있다. 한국
의 내용 체계에 포함된 ‘핵심 개념’은 캐나다의 ‘big 
idea’의 성격을 띤다. 

한국과 캐나다의 성취기준을 보면 한국은 학년군별, 
내용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제시하지만, 캐나다는 학년
별 내용 영역별로 ‘기대’를 제시한다. 캐나다의 ‘기대’
는 학년별로 하나의 영역에 3~5개의 전반적인 기대
(Overall Expectations)와 구체적인 기대(Specific 
Expectations)를 나누어진다. 전반적인 기대가 그 영
역에서 도달해야 할 학생의 포괄적인 도달점이라면 
구체적인 기대는 그 학년에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지식과 기능들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기대는 ‘big 
idea’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4) 교수학습

한국은 각 학년군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학
과 교육과정의 끝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수·학습 
원칙’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반면, 캐나다는 
수학과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수
학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항목
을 통해 제시되며 하위 항목 중 주로 ‘교수 접근’ 항
목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학생들이 다
양한 방법으로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른 하위 영역 또한 수학 학습을 할 때 주요 고려사항
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수학에서 기술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학과 영역을 단독으로 학
습하기보다는 수학과 다른 교과의 통합학습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 탐구할 것을 장려한다.

5) 평가

한국은 각 학년군의 성취기준과 더불어 제시하는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과 수학과 교육과정의 끝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수학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 원칙’과 ‘평가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
한다. 과정 중심 평가, 수학 교과 역량 평가,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사용한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목적은 학생 학습의 향상이다. 캐나다는 성취차트를 
학생의 수학에 대한 능력과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

하는 데 성취차트에서는 학생들이 1~8학년 동안 성취
해야 할 수학 성취수준을 4개(Level 1~4)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에서도 범주를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사고력(Think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응용(Application)’으로 나누어 각 수
준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표로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

6) 비교·분석 결과

한국과 캐나다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한국과 캐나다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분석이 한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수학 교과 목표가 수학의 지식과 기능
을 습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캐나다는 학생들이 다른 학문과 실생활 사이
의 연계성을 구축하고 수학적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를 내재화하는 것이 초점이다. 

둘째, 캐나다는 명확한 기대 수준(성취기준)을 학년
별,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학과 
교육과정만으로도 수학 수업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수준을 표준화시
켜 제시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캐나다는 성취기준이 ‘학년별 내용 요소, 학
년별 수학적 과정 기대, 전반적인 기대, 구체적인 기
대(big idea)’ 순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의 결과로 기대
하는 바를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가면서 성취기준이 
어떤 근거로 개발되었는지 드러낸다. 하지만 한국은 
성취기준에 ‘지식’만 제시할 뿐, 수학 교과 역량이 학
년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표현되는지 그 관련성이 드
러나지 않는다.

넷째, 캐나다는 ‘평가’를 ‘교수·학습’ 전에 제시하고, 
평가에 대한 지침이 한국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
하다. 성취차트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이 어느 레벨
에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가늠함으로써 적절한 피드백
을 제공한다.

2. 수학 교과서 비교분석

1) 교과서 구성 체제 비교·분석

한국과 캐나다 수학 교과서의 외형과 교과서 전체
의 구성 체제, 대단원 내의 구성 체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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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서의 외형은 교과서명, 출판사, 대상 학
생, 학년 교과서 수, 보조 교과서, 대단원 수, 소단원 
수, 총 페이지 수, 편집 배열 및 디자인, 색채 사용, 
커버 디자인, 사진·그림 사용 여부, 교과서 특징을 비
교하였고, 교과서 전체의 구성 체제는 수학 활동 안
내, 목차, 수학 학습 시작 전, 단원 학습, 수학 학습 
마무리, 부록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또, 대단원 내의 
구성 체제는 단원 도입, 소단원 구성, 단원의 마무리, 
단원과 단원 사이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수학 교과서 구성 체제를 비교·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는 실제 사진과 학생들을 수학 교과서에 많

이 등장시켜 수학 학습에 동기를 불러일으키며, 실제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학 역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
키고 있다.

소단원 학습이 끝난 후, 관련된 수학 활동을 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캐나다는 소단원 중간 중간에 단원 
학습과 관련된 게임, 직업 소개, 암산, 흥미로운 수학 
활동, 계산기나 컴퓨터를 활용한 활동, 자주 하는 질
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수학에서 즐

구분 한국 캐나다
교과목명 · 수학 · 수학
학년구분 · 학년군 · 학년

문서체계

· 성격
· 목표
·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도입
· 수학프로그램
· 수학적 과정
· 학생의 성취도 평가
· 수학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
· 1-8학년 학년별 교육과정 기대
· 용어 해설

수학 교육의 목적

· 도야적 가치
· 실용적 가치
· 심미적 가치
· 문화적 가치

· 도야적 가치
· 실용적 가치

수학 교과 목표 · 수학과 총괄목표
· 학교급별 목표 (없음)

핵심역량 · 총론의 핵심역량(6) (없음)
· 수학 교과 역량(6) · 수학적 과정(7)

영역명
(내용관련)

· 수와 연산
· 도형
· 측정
· 규칙성
· 자료와 가능성

· 수감각과 수세기
· 기하와 공간감각
· 측정
· 규칙성과 대수
· 자료관리와 확률

내용체계

· 영역
· 핵심 개념 · big idea의 성격
· 일반화된 지식
· 학년군별 내용요소
· 기능 · 수학적 과정

성취기준

· 학년군별, 내용 영역별 · 학년별, 내용 영역별

· 성취기준에 코드부여
· 수학 내용과 수행 동사를 결합
· 교과 내용 중심기술

· 영역별 내용 요소
· 수학적 과정 기대
· 전반적인 기대
· 구체적인 기대(big idea)

교수학습 ·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수학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

평가 ·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성취차트 제시 (4개의 수준과 4개의 범주)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mathematics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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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을 찾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한국은 단원 학습 정리가 단답형 문항 중심으로 비
교적 간단히 제시되어 있지만, 캐나다는 단답형 문항
과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술형 문항을 구성하여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문제해결 능력과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단원 도입에서 나온 사진이나 그림과 관련하여 학
생들이 고민한 수학적 문제들을 단원학습이 끝난 후, 
관련 문제나 프로젝트 과제로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
써 학생들의 사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2) 학년별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 비교·분석

한국과 캐나다 수와 연산 영역의 학년별 학습 내용 
및 도입 시기는 자연수, 분수, 소수로 나누어 학년군
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초등학교 전
학년 수학 교과서뿐 아니라 캐나다 수학 교과서 출판
사(Nelson, 2020; Pearson, 2020)에서 제공하는 교
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수학 교과서 보조 웹 자료를 
참고하였다. 

자연수의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초등학교 시기에 0부터 천조까지의 수를 학
습하는 반면, 캐나다는 0부터 백만까지의 수를 학습하
지만 캐나다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의 크기를 점
점 크게 하면서,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학
습한다. 반면, 한국은 1, 2학년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수 대부분을 학습(0부터 네 자리 수)하고, 3학년 
때는 학습하지 않으며, 4학년에 천조까지의 큰 수를 
학습한다.

캐나다는 자연수의 학습에 달력, 화폐를 소단원의 
주제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강조하
며, 대단원마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단원을 설정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캐나다는 수를 학습하면서, 배운 수를 활용한 덧셈, 
뺄셈, 곱셈, 반올림 등을 함께 지도하는 형태를 보인
다. 또, 학습 내용이 다음 학년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의 반복으로 인한 학습량 증가를 줄이기 위
해 수와 연산을 통합하여 지도한다. 반면, 한국은 수
와 연산 영역이 비교적 구분되어 구성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수 학습 단원에 덧셈과 뺄셈
의 기초인 ‘가르기와 모으기’가 추가되면서 ‘수’영역에 
‘연산’영역이 부분적으로 추가되었다.

캐나다는 소수의 도입이 한국보다 늦어 5, 6학년 
자연수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소수의 개념을 같이 지

도한다. 또한 캐나다는 자연수를 학습하면서 계산기,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적 개
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수를 표기하고 읽는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1,000 이상의 수에 세 자리마
다 쉼표를 사용하고 네 자리씩 끊어 읽지만, 캐나다는 
네 자리 수까지는 ‘1234’와 같이 붙여서 쓰고 다섯 자
리 수부터는 세 자리마다 한 칸씩 띄어서 ‘3 159 
119’로 표기하고 ‘3 million 159 thousand 119’로 
세 자리씩 끊어 읽는다.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캐나다는 두 자리 수 범위에서의 덧셈과 뺄
셈 도입 시기가 한국은 1학년, 캐나다는 2학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한국은 한 대단원 내에서 덧셈과 뺄셈에 사용되는 
수의 구성과 알고리즘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지도
한다. 반면, 캐나다는 간단한 수를 이용하여 1, 2학년
에는 덧셈과 뺄셈의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찾는데, 
3, 4학년에는 일상생활에서 세 자리 수와 네 자리 수
의 합과 차를 유추하고 어림짐작하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지도가 3학년 1학
기에 마무리되지만, 캐나다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
쳐 이전 학년에 배운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을 수의 
크기를 확장하여 반복 학습한다.

자연수의 곱셈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자연수의 곱셈을 초등학교 2학
년에 도입하지만, 한국은 4학년 1학기에 곱셈의 학습
이 마무리되고, 캐나다는 6학년 때까지 계속 학습한
다. 또, 한국은 3학년에 캐나다는 4학년에 곱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한다는 점, 승수가 두 자리 수인 
곱셈의 도입이 캐나다보다 한국이 더 빠르다는 차이
점이 있다. 

한국은 2학년에 곱셈의 개념을 이해하고, 곱셈구구 
표를 암기하여 3학년에 능숙하게 다양한 곱셈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의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캐나다는 곱셈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고, 곱셈과 나
눗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여 곱셈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암산 등 어림셈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곱셈구구 
표는 암기보다는 곱셈의 원리를 활용하여 곱셈구구 
표를 완성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연수의 나눗셈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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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한국보다 일찍 2학년 때 자연수의 나눗셈

이 도입되고, 6학년까지 계속 학습하지만, 한국은 3학
년 1학기에 자연수의 나눗셈이 도입되고 4학년 1학기
에 학습이 마무리된다. 또, 자연수의 곱셈과 같이 자
연수의 나눗셈도 한국은 3학년에 캐나다는 4학년에 
집중해서 학습한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자연수의 나눗셈을 등분제와 
포함제의 개념으로 학습하고 초등학교 때 ‘제수가 두 
자리 수인 나눗셈’까지 학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국보다는 캐나다가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의 관계, 곱
셈-나눗셈의 관계를 더 강조해서 학습한다.

기타 자연수의 혼합 계산, 약수와 배수, 정수의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자연수의 사칙연산 학습이 4학년 때 마무리
되고 5학년 1학기에 ‘자연수의 혼합 계산’과 ‘약수와 
배수’를 학습한다. 반면, 캐나다는 사칙연산 학습이 덧
셈과 뺄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곱셈과 나눗셈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한다. 6학년 사칙연산의 마

구분 학년 한국 캐나다

자연수

1 · 0~100까지의 수 · 1~100까지의 수2 · ~네 자리 수 · 0
3 (없음) · ~1,000까지의 수
4 · ~천조 · ~10,000까지의 수
5 · 자연수의 혼합계산 · ~100,000까지의 수

6 (없음) · ~1,000,000까지의 수
· 자연수의 혼합계산, 정수

자연수
덧셈과 뺄셈

1 · 두 자리 수 · 20까지의 수
2 · 두 자리 수(, ) · 두 자리 수(, )
3 · 세 자리 수(, ) · 세 자리 수(, )

4-6 (없음) · 네 자리 수(, )
(:받아 올림, :받아내림)

자연수곱셈

2 · 곱셈도입, 곱셈구구 · 곱셈도입

3
· 곱셈 집중 학습 · 한 자리 수 × 한 자리 수

· 곱셈구구(1~7단)
· 한 자리 수(승수), 또는 두 자리 

수(승수)4
· 곱셈 집중 학습
· 세 자리 수 × 한 자리 수
· 곱셈구구(1~9단)

5 · 약수와 배수 ·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

6 (없음) · 네 자리 수 × 두 자리 수
· 소수, 합성수, 약수, 배수(소단원)

자연수나눗셈

2 (없음) · 나눗셈 도입

3
· 나눗셈 도입
· 한 자리 수(제수)
· 나눗셈 집중 학습

· 한 자리 수(제수)

4 · 두 자리 수(제수) · 한 자리 수(제수)
· 나눗셈 집중 학습

5 (없음) · 한 자리 수(제수)
6 (없음) · 두 자리 수(제수)

캐나다
자연수 
학습의
시사점

· 수와 연산의 통합적지도 및 필요한 경우 영역 통합
· 4학년부터 ‘반올림’을 사용한 어림하기 지도
· 차시 학습에 계산기 컴퓨터의 적극적 사용
· 달력, 화폐, 의사소통 관련 소단원 설정
· 수 표기 방법 및 읽는 방법이 다름
· 곱셈과 나눗셈을 함께 도입함
· 수의 사칙연산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탐구함
· 연산을 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
· Mental Math(암산) 등 어림셈 학습 강조
· 곱셈구구표 암기보다는 곱셈구구표 완성전략에 초점

Table 2.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and learning contents of natur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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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학습 단원에서 한 소단원으로 ‘자연수의 혼합 계
산’과 ‘약수와 배수’를 학습하지만, 한국보다 도입 시
기가 늦고 학습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차
이점이 있다. 캐나다에서 Grade 7에 학습하는 ‘공배
수, 최소공배수, 공약수, 최대공약수’의 개념을 한국은 
5학년 1학기에 지도하며,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학습하는 ‘소수와 합성수’, ‘정수’의 개념을 캐나다에
서는 6학년에 지도한다.

한국과 캐나다의 자연수의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분수와 분수의 사칙연산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는 분수의 개념을 2학년에 도입하여 2학년부
터 6학년까지 필요에 따라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학
습한다. 반면, 한국은 분수를 3학년 1학기에 도입하여 
6학년까지 분수의 개념과 분수의 사칙연산을 학습한
다. 한국과 캐나다의 수학 학습 내용 지도 계열 중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수’로 분수의 표기법과 
연산 방식이 자연수와 달라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
을 겪는 만큼, 분수의 개념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분수의 사칙연산 도입시기가 
같지만, 한국은 분수의 사칙연산을 4학년부터 6학년까
지 학습하는 반면, 캐나다는 Grade 7~8에 분수의 사
칙연산을 학습한다. 학습 내용을 보면, 한국은 4학년
과 5학년 1학기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2학기

에 분수의 곱셈, 6학년에 분수의 나눗셈으로 내용이 
분절되어 있지만, 캐나다는 통합적으로 묶어서 지도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한국과 캐나다 학습 내용 
제시 방법의 절충안이 필요하다.

한국과 캐나다는 분수의 도입 방법에서 차이를 보
인다. 한국은 분수의 개념 도입을 분수, 분수를 소수
로 바꾸기, 소수 순으로 분수와 소수를 함께 학습하지
만, 캐나다는 분수의 개념을 Grade 2~3에 학습하고 
Grade 4~6에는 분수와 소수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Table3과 같이 연속량을 이
산량보다 먼저 지도한다. 하지만, ‘측정의 의미’를 명
확히 학습하지 않는다. ‘측정의 의미’를 측정영역에서 
단위 변환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
다.

한국과 캐나다의 분수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소수와 소수의 사칙연산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분수의 개념 한국 캐나다
전체-부분의

의미
연속량 · 3학년 1학기 · 2학년
이산량 · 3학년 2학기 · 3학년

연산자의
의미

연속량 · 3학년 2학기 · 5학년
이산량 · 3학년 2학기 · 4학년

측정의 의미 · 3학년 1학기 · 5학년
몫의 의미 · 6학년 1학기 · 5학년
비의 의미 · 6학년 1학기 · 6학년

Table 3. Introduction of fraction

구분 학년 한국 캐나다

분수

2 (없음) · 분수의 개념 도입

3
· 분수의 개념 도입
· 분모가 같은 분수
· 가분수 → 대분수

· 분수의 집합

4 (없음) · 분수와 소수의 관계

5 · 약분과 통분
· 분모가 다른 분수

· 분모가 같은 분수
· 가분수 → 대분수

6 (없음) · 분모가 다른 분수

분수의 
사칙
연산

4 ·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없음)

5 ·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없음)

· 분수의 곱셈
6 · 분수의 나눗셈 · 분수의 덧셈과 뺄셈(동분모, 이분모)

캐나다 
분수

학습의
시사점

· 분수 도입 2년 후 소수 도입
· 분수의 개념을 다른 개념(소수, 백분율)과 함께 통합하여 지도
· 분수의 사칙연산을 통합하여 지도
· 분수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탐구학습(2~6학년)

Table 4. Analysis of the curriculum and contents of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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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수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도입 시기가 빠르지만, 
한국과 캐나다 모두 소수의 개념을 분수와 같은 대단
원에서 도입하면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분수를 먼저 학습한 뒤 소수를 학
습하는 순서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
국은 소수를 학습할 때 분수의 원리를 통해 소수를 
이해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수 자체의 개념이
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십진기수법의 확장
으로 소수의 개념을 도입하고, 소수 사이의 관계를 바
탕으로 소수의 개념을 학습하고 있다.

한국은 분수의 사칙연산 학습과 같이 4학년 소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소수의 곱셈, 6학년 소수의 나눗
셈으로 각각의 내용이 분절되어 있지만, 캐나다는 하
나의 알고리즘을 배우면 6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반
복해서 학습한다. 한국은 한 학년이나 한 학기의 학습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학습결손을 보충할 방안이 필
요하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분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를 언
급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소수
와 분수의 관계 탐색하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등 
캐나다가 한국보다 분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를 더 중
요하게 학습한다. 캐나다는 수학적 과정 중 ‘연결’과 
관련하여 한 수학의 개념과 기술이 다른 수학의 개념
과 기술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통해 학생들이 일반
적 수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학적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가 깊어진
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3학년 1학기 ‘분수와 소수’ 단
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자연수의 학습과 같이 소수에서도 소수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도 같이 학습
하면서 간단한 연산을 통해 수 개념을 공고히 하고, 
‘수’ 학습을 ‘연산’과 의미 있게 연결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소수 도입 시기 및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3) 초등학교 5, 6학년 차시별 학습 내용 비교·분석

차시별 학습 내용을 한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수
학 교과서(MOE, 2019b)를 중심으로 캐나다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교과서(Kelleher, Kubota-Zarivnij, & 
Milot, 2006; Morrow, Jones, & Keyes, 2006; 
Morrow et al., 2004; Small et al., 2005)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명을 기준으로 자연수의 혼합 계산,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
의 나눗셈, 소수의 곱셈, 소수의 나눗셈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원명, 수학 용어 및 표현, 교구, 학습 목표, 
학습 시기, 해당 쪽수, 학습 전개 과정, 후속 학습, 특
징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수와 연산 영역 차시별 학습 내
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캐나다 교과서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구분 학년 한국 캐나다

소수

3 · 소수의 개념 도입
· 소수 한 자리 수 (없음)

4 · 소수 두 자리 수
· 소수 세 자리 수

· 소수의 개념 도입
· 소수 두 자리 수

5 (없음) · 소수 두 자리 수
6 (없음) · 소수 세 자리 수

소수
덧셈과 뺄셈

4 · 소수 두 자리 수 · 소수 두 자리 수
5 (없음) · 소수 두 자리 수
6 (없음) · 소수 세 자리 수

소수
곱셈

5 · 자연수와 소수의 곱
· 소수×소수 · 자연수와 소수의 곱

6 (없음)
소수

나눗셈
5 (없음) · 제수가 자연수6 · 제수가 소수, 자연수

캐나다 
소수

학습의
시사점

· 소수의 개념을 십진기수법의 확장으로 도입함
· 새로운 개념을 연산과 함께 지도
·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중요하게 학습함
· 가분수, 대분수 학습 후 1보다 큰 소수 한 자리 수 학습
· ‘수’ 학습이 ‘연산’ 학습과 의미 있게 연결됨

Table 5. Analysis of the curriculum and contents of decimal



340  김애경・류희수

초등학교 5, 6학년 수와 연산 영역 차시별 학습 내
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는 ‘자연수의 혼합계산’과 ‘분수의 혼합계산’, 
‘소수의 혼합계산’을 한 소단원으로 학습한다. 반면, 
한국은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한 대단원으로 비중 있
게 지도하지만,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은 학습하지 
않는다. 한 대단원 내에서 사칙연산을 통합적으로 지도
하는 캐나다의 학습 방법을 일부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소단원의 학습 주제가 학습자 중심(예_크기
가 같은 분수를 알아볼까요)으로 진술되어 있어, 학생
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할 수 있다. 반면, 
캐나다는 학습 주제(예_동치분수)만을 제시하여 학생
들이 학습 내용을 보면서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자연수의 혼합계산’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Figure 1과 같이 탐구 과정을 유도하고 알고리즘을 
제시하지만,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없는 
형식적인 발문들뿐이다. Figure 2와 같이 캐나다처럼 
혼합 계산 방법을 달리했을 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충분한 탐구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생활에
서 흔하게 쓰는 계산기를 계산 기능을 숙달시킬 목적
이 아닌 경우 차시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교구를 살펴보면, 한국은 대부분 수와 연산 모델을 
차시 학습 안에 제시하거나 준비물 꾸러미에 있는 종
이 형태의 도형이나 카드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교사나 학생이 더 편하고 쉽게 수업에 임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조작교구로 수학적 개념
과 원리를 학습해야 하는 초등학생에게 종이로 된 교
구보다는 캐나다처럼 실제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학
교 현장에서 수학교구실 등 초등학교에 필요한 수학 
교구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은 차시별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탐구를 유
도하는 발문을 통해 원리를 스스로 탐구하면서 알고
리즘을 찾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구조로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 캐나다는 학습 주제와 내용에 따라 개념
을 먼저 설명하고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문을 하기도 하고, 먼저 조작 활동을 한 후, 개념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 한국처럼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발문을 통해 탐구를 수행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학습 내용에 따른 다
양한 학습 전개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캐나다는 문제해결 방법을 직접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다. 학습 주제에 따라서 문제해결 방법을 직접 소개
하는 것도 학생들이 오개념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구분 캐나다의 학습 내용
자연수

혼합 계산
· 혼합계산식의 계산 방법에 따라 수식 값이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혼합 계

산식을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에 관해 스스로 탐구함

약수와 배수
· 공약수의 학습에 벤다이어그램, 약수의 학습에 모눈종이를 사용함
· spin, 혜성, 전화 이벤트, 사각형 그리기 등 다양한 소재와 조작 활동으로 약수와 배수

의 개념을 이해함

약분과 통분 · 약분과 통분의 학습에 격자무늬 종이, 색타일, 퀴즈네어 막대, 자, 수직선, 수모형, 원그
래프, 분수판, 패턴블록, 삼각형 격자종이, 띠 모델 등 다양한 교구 사용

분수의
덧셈과 뺄셈

· 패턴블록, 삼각 격자 종이, 분수판, 원 모델, 분수막대 등의 교구 사용·
· 문항의 소재에 ‘시간’이 많이 사용되며 ‘다른 가족에게 땅팔기’ 등 실생활 관련 흥미로

운 문제상황을 제시
· ‘관련된 분모(두 분모가 서로소가 아닌 것)’와 ‘관련 없는 분모(두 분모가 서로소)’라는 

용어 사용

분수의 곱셈
· 분수의 혼합계산 학습
· 연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어림하기 활동
· 수직선, 길이모델, 수세기칩, 패턴블록, 넓이모델 사용

분수의 나눗셈 ·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은 도입하지 않고 분수 모델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함

소수의 곱셈 · 소수의 곱셈에 분수의 곱셈을 사용하지 않음
· 자연수와 같이 자릿값 차트와 수모형을 사용

소수의 나눗셈
· ‘short division’과 ‘long division’ 두 가지 방법제시
· 소수를 10, 100, 1000, 10000으로 나누는 계산원리학습을 통해 소수점 자리에 대해 직

관적으로 인식함

Table 6. Content in number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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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차시별 학습 안에 연산을 하는 대상, 알고리
즘별로 알고리즘을 정리하여 설명하거나 교과서에 쓰
도록 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한 대단원 내에서 충
분한 교구와 모델 학습으로 원리를 탐구한 후, 마지막
에 Table 7과 같이 표준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문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다양한 수와 연산 계산 
방법에 대해 접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연산별로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오류
를 범하면서, 수와 연산 계산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차시별로 제시된 알고리
즘을 대단원 마지막에 표준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는 
학습 활동이 추가된다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인
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분수의 개념을 3학년, 5학년에 학습하고 4
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수의 사칙연산을 학습한다. 반
면, 캐나다는 6학년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간단히 
소개하지만,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수의 개념에 대해
서 여러 가지 교구와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분수
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학 개념으로 분수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자칫 알고리즘만으로 분수의 
사칙연산을 수행할 때 위험성이 있다. 분수의 개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분수 
사칙연산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학습 주제의 도입을 보면 캐나다가 한국보다 학생
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들을 소재로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연수’, ‘분수’, ‘소수’의 학습에 캐나다가 한국보

다 더 다양한 교구와 수학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구와 수학 모델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캐나다 교과서 전반에서 Figure 3과 같이 계산 결
과가 타당한가에 대한 어림하기 활동이 제시된다. 이
는 Polya의 문제 해결모델 중 4단계 ‘결과 확인을 위
해 뒤돌아 보기’에 해당한다. 어림하기는 수감각 발달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 교과서에 적
극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분수의 개념을 3학년, 5학년에 학습하고 4
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수의 사칙연산을 학습한다. 반
면, 캐나다는 6학년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간단히 
소개하지만,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수의 개념에 대해
서 여러 가지 교구와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분수
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학 개념으로 분수의 개념에 

Figure 1. Mixed calculation of 
natural number in Korea

   

Figure 2. Mixed calculation of 
natural number in Canada

캐나다의 표준 알고리즘

· 두 분수를 같은 분모를 가진 동치 분수로 만들어 
계산한다

· 동치 분수는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구한다

· 두 분모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를 구하
면, 그 수가 최소 공통분모가 된다

· 계산 결과를 가분수로 쓸 수도 있고, 대분수로 고
칠 수도 있다

Table 7. Standard addition algorithm of 
fractions in Canada



342  김애경・류희수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자칫 알고리즘만으로 분수의 
사칙연산을 수행할 때 위험성이 있다. 분수의 개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분수 
사칙연산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학습 주제의 도입을 보면 캐나다가 한국보다 학생
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들을 소재로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연수’, ‘분수’, ‘소수’의 학습에 캐나다가 한국보
다 더 다양한 교구와 수학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구와 수학 모델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캐나다 교과서 전반에서 Figure 3과 같이 계산 결
과가 타당한가에 대한 어림하기 활동이 제시된다. 이
는 Polya의 문제 해결모델 중 4단계 ‘결과 확인을 위
해 뒤돌아 보기’에 해당한다. 어림하기는 수감각 발달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 교과서에 적
극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소수의 개념을 자연수의 연장이라고 생각

하며, Figure 4와 같이 소수의 사칙연산에 분수의 곱
셈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연수의 사칙연산과 같이 소
수의 사칙연산에 수세기 칩, 자릿값 차트, 수모형 등
을 사용하면서 소수 자체의 개념이해에 초점을 두는 
캐나다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4) 수학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

한국과 캐나다 수학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지도 계열은 한국이 캐나다보다 전반
적으로 빠른 편이다. 또, 한국은 하나의 수학적 주제
를 특정 학년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학습 내용의 
중복을 피하지만, 캐나다는 하나의 수학적 주제에 대
해 여러 학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복습·심화해 나간다.

둘째,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가 한국보다 학
습할 양이 적고 범위가 좁지만,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
과 교수학습 보조 교육 도구를 사용하여 더 깊고, 더 
유창하게 수감각과 연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Figure 3. Estimation method for multiplication of fraction

Figure 4. Process for multiplication of decimal and natur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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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원 구성을 보면, 한국은 활동 중심으로 단

원이 구성되지만, 캐나다는 차시의 구분 없이 내용 단
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국은 정형화된 문제 중심
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지만, 캐나다는 직관적으로 수와 
연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 관련된 다양한 읽을
거리와 사진 및 문제들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
결 능력과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넷째, 초등학교 5, 6학년 차시별 학습내용을 살펴보
면, 캐나다는 수와 연산 영역의 사칙연산을 통합적으
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단원 전반에 걸쳐 표준 알고리
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다양한 교구와 모델로 충분한 
원리학습을 하고 있다. 또, 학습 주제에 따라 여러 가
지 방법으로 학습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림하기가 교
과서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분수의 개념에 대한 학습 지도 시기와 소수
의 학습 지도 방법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은 학기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 내용

이 중복되지 않고, 대단원 안에 차시별 내용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학 학습으로 인한 부
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와 연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접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칙연산의 종류나 수학의 다섯 
가지 영역에 따라 학습 내용을 분리하여 지도하는 것
은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세분된 학습 내용을 통합하거나 삭감하고, 
선수 학습한 수학적 개념과 연산을 실생활과 밀접하
게 연관된 문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통
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재구성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수학 교과서의 외형과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교과서 대부분이 그림이 아닌 실제 사진이며, 
문항에 제시되는 소재나 차시 학습 중간에 제시되는 소
단원의 소재가 수학뿐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
으로 여러 학문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수학과 융합하여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수
학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문제
를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려
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융합인재 교육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구현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스티커나 종이 형태의 준비
물 꾸러미(수카드 등)는 수업에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수학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구체적 조작물

의 사용이 중요한 만큼(Berlin & White, 1986) 구체
적 조작물을 수업에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실제 교구나 모델을 사용하
여 충분한 원리학습을 하고, 계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공학 도구(계산기 등)을 적극 차
시 학습에 도입하여 문제해결 전략에 초점을 맞춘 교
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분수 학습의 경우, 분수의 개념에 대한 충분
히 이해가 3학년뿐 아니라 다른 학년에도 이루어지면
서 분수의 다섯 가지 개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분수에 의존하는 
소수 학습이 아닌 소수 자체의 개념에 초점을 둔 학
습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분수와 소수의 학습이 자연수의 학습에 비해 학생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직접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는 방법을 일부 도입하여 학생들의 오개념을 줄이는 
등 학습내용 전개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 차시
별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여 하나
의 표준 알고리즘으로 학생들이 통합적, 본질적으로 수와 
연산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수학 교과서 중 수와 
연산 영역을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비교·분
석하여 한국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
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학 교과서의 교과서 구성 체제를 비교·분석하
고, 수학 교과서 수와 연산 영역의 학년별 도입 시
기 및 초등학교 5, 6학년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 내
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학습한 수학적 개념과 연산을 사칙연산의 
종류나 수학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실생활과 밀접
하게 연관된 문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입하
여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 구성
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 사진과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의 소재를 사용한 문항 구성 및 읽을
거리로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실제 
교구 및 수학 모델의 사용을 통한 충분한 수학 원리
학습,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해결 전략에 초점
을 맞춘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분수와 소
수 학습에 대한 학습 지도 시기나 학습 내용 구성 
및 전개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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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수와 연산, 캐나다 온타리오주,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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