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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의도-작성-실행된 교육과정이라는 일련의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초등 수학의 연산 중 기본이

되는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행된 교육과정에서 출발하여 작성-의도된 교육과정의

상향식 피드백 방식으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의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how to instruct the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and subtraction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a 'intended-written-implemented' multi-dimensional curriculum. To this end, the 2015 revised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as a intended curriculum and the 2015 revised first∼sixth grade textbook

as a written curriculum were analyzed with respect to how to instruct the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s an implemented curriculum, a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instructing

teachers about the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s a result,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develop the ability to estimate and set it as a teaching goal and achievement standard in a separate

curriculum to instruct it with learning cont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various estimation methods by presenting specific activities so that students can learn the estimation itself in a

separate operation method.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computational estimating ability of addition and

subtraction, contents related to the computational estimation need to be included in the achievement criteria, and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the areas,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instructing time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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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정확한 계산보다 어림셈이 보다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지불

할 금액을 우선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덧셈의 어림

셈을 하거나, 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할 대략적인 거스름

돈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뺄셈의 어림셈을 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에서 어림하기의 유용한 기능적 측면

인 어림셈(Trafton, 1980)은 학생이 어림수를 사용하여 대

략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수의 구조와 연산에 대한 통찰을

확장시키며, 수와 연산 사이의 관계와 연산의 기능을 인

식하여 수를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An, 2014). 그리고 어림이라는 사고의 방식

은 본질적으로 학생의 추론, 통찰력 및 의사결정 기능과

관련되어 능숙한 어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

와 의사결정이 요구된다(Trafton, 1980). 따라서 학생은

어림의 기능을 학습하면서 보다 나은 수 감각을 개발하

게 된다(Leutzinger, Rathmell, & Urbatsch, 1986). 어림하

기는 학생이 수 감각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과 절차, 수

를 다루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융통성과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Kim, 2019). 따라서 수

학과 교육과정 개발자는 이처럼 중요한 어림셈 요소를

우선시하는 학교 수학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Trafton, 1986). 어림은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여타

수학 내용만큼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Bell,

1974), 종전의 수학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을

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어림을 하여 구한 답이 정확

한 계산을 통해 얻은 답보다 타당하고 현실적일 수 있으

며, 오히려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큰 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려울 때 어림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어림은 이해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하

기에 더 쉽다(Usiskin, 1986). 따라서 교사가 학생으로 하

여금 어림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것은 수학의 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어림의 과정은 정확한

계산 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이끌 수 있다

(Usiskin, 1986). 종합적인 어림의 교육과정은 어림에 대

한 자각과 이해, 수 감각, 수 개념, 어림 전략 등 여러 측

면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Reys, 1986).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는

, ×와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전

에 그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도록 하는 어림셈 지도 방

식을 취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

2018). 그러나 Kang(2011)의 연구에 의하면 2009 개정 교

육과정 교과서의 68÷2를 계산하기 전에 어림해 보라는

문제에서 실제 학생들은 이를 어림하지 않고 ‘6÷2=3,

8÷2=4니까 68÷2=34’와 같은 방식으로 암산을 하고 있었

다. Usiskin(1986)의 연구에서도 어림셈의 의도는 예를 들

어 ×와 같은 문제에서 49와 82를 반올림한 50과

80의 곱을 계산하여 어림값 4000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의도와 달리

×를 정확하게 지필 계산을 하여 4018을 구한 후

이 값을 반올림하여 4000이라는 어림한 값을 구하고 있

었다. 이는 해당 교육과정적 입장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

으로, 학생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교사의 지도 의도와

다른 맥락에서 어림하기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서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어림셈 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적 논의에서

는 다차원 교육과정간 긴밀한 논의가 가능한 Reys, Reys,

Rubenstein(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의도-작성-실행’의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에서의 분석 방법 적용이 적절할

것이다.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은 의도-작성-실행된 교

육과정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하향식 방식의 적용

관점뿐만 아니라, 의도된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과

정을 학생에게 실행하는 교사의 의도, 즉 실행된 교육과

정으로부터 다시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향하는 상향

식 방식으로의 논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다차

원 교육과정적 관점에 따르면, ‘의도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림에 대한 의도가 ‘작

성된 교육과정’인 수학 교과서에 반영되어 교사로 하여금

이러한 의도에 맞추어 어림을 지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사는 이러한 내용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적 의사결정

과 수업 재구성을 통해 학생에게 ‘실행된 교육과정’을 구

현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교육과정적 조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향 수립은 교사에 의해 구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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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 교육과정’에 서 시작되므로 실행된 교육과정에서

출발하여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의 상향식 피드백 방식으

로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도-작성-실행된 교육과정이라는

일련의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초등 수학의 연산

중 기본이 되는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의 쟁점 사항을 파

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상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 감각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

2000)은 초등학교 수와 연산 규준으로 ‘수 체계와 수의

구조에 대한 이해’, ‘세기, 수, 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와 숙달’, ‘수 감각의 개발’을 제시하며 특히 학생들의

수 감각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수 감각의 정의에 대한

의견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 ‘수에 대한 직관적

느낌과 수의 다양한 사용과 해석 능력’, ‘정확하면서도 효

율적으로 계산하고 실수를 감지하며 합리적으로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 ‘수를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Reys,

Suydam, Limdquist, & Smith, 1992). 이 중에서 수와 수의

연산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수 감각은 예를

들어 90은 10보다는 훨씬 크고 거의 100에 가까우며,

1000보다는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8+4

는 8보다 큰 수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양의 크기나 계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거나

정형화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수 감각

은 계산된 답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계산의 실수를 발

견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Kwon et al., 2005).

한편, 수 감각의 발달은 ‘수를 자연스럽게 분해하는 능

력’, ‘100이나 

과 같이 특정한 수를 참조해서 활용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술 연산 간의 관계를 이

용하는 것’, ‘십진수 체계를 이해하는 것’, ‘어림하는 것’,

‘수를 이해하는 것’, ‘수의 상대적인 크기와 절대적인 크기

를 인식하는 것’ 등을 의미하므로(Sowder, 1992), 수 감각

은 수의 서로 다른 표현을 유연하게 연결시키고, 어림이

나 암산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선택하도

록 해준다(Makovits & Sowder, 1994). 또한 역으로 어림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수 감각의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Leutzinger et al., 1986; Reys & Yang, 1998). 따라

서 수 감각과 어림하기는 상호 작용하여 수 감각이 어림

하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림하기를 통해서 수 감각

의 발달도 가능하다(Reys, Suydam, Lindquist, & Smith,

1998).

2. 어림셈

어림은 사고력 개발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성에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학 학습의 한 영역으로(Kwon &

Shin, 1997)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 어림은 어떤 물

체의 수를 어림하는 ‘어림수’, 연산을 포함하는 수치 문제

에서 답을 어림하는 ‘어림셈(computational estimation)’,

길이나 면적, 시간과 같은 측정값을 어림하는 ‘어림 측정’

으로 구분할 수 있다(Reys, 1992). 어림하기는 수 감각을

키우고 연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Kim,

Kim, & Kwon, 2018) 어림셈을 통해 계산기가 제시하는

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Bestgen, Reys, Rybolt, &

Wyatt, 1980). 따라서 수 감각과 관련하여 연산 절차 및

필산 알고리즘과 더불어 어림 학습 역시 비중 있게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필산 알고리즘을 익히기 위한 용도뿐

만 아니라 계산 후에 답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도구로써,

문제 상황에 따라 대안적인 계산 도구로서의 어림을 지

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림의 용도를 보다 다양하게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과정에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림을 바탕으로 한 다양

한 방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Lee & Park, 2011).

Sowder(1992)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쓰이는 수학 계산의

80% 이상이 필산보다는 암산이나 어림 즉 어림셈에 해당

한다. 어림셈은 정확한 계산을 하지는 않지만 옳은 결정

을 내리기에 충분히 근사한 값을 산출하는 과정이며 어

림을 활용하는 실세계 상황은 다양하고도 풍부하다. 따라

서 어림 기능은 수 감각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림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수 감각이 요구되는데,

이 수 감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달한다(Reys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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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림하기는 단일 교육 단위 내에서 분리될 수 있

는 주제가 아니므로(Reys, 1986),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CCSSM)에서는 수 세기와 기

수, 연산과 대수적 사고, 십진수에서의 수와 연산, 수와

연산-분수 영역 등 주로 수와 연산 관련 영역에 어림하

기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CCSSI], 2010). 어림에 대한 토대는 세기와 모

델, 실생활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포함한다(Reys et

al., 1992). Park(2011)에 따르면 수와 연산 영역에서 계산

하기 전에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

이 기계적인 계산으로 계산 결과를 맹종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한 것이므로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을 재고하고, 어

림한 값이 아니라 계산 결과를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 감각 개발을 위해서

학생 스스로 주어진 수를 어림수로 파악하고, 주어진 계

산에 따라서 어림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어림한 값이 합

리적인지 판단하고, 다양한 전략으로 어림하게 하는 활동

등을 강조하고 구체화해야 한다(Choi & Park, 2009). 어

림은 연산에서 적절한 답을 위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는 어림

하기는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에 도움이 된다. 연산 과정에서의 계산이 올바른 방법으

로 향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은 어림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

는 어림하기는 그 결과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Lee, 2011). 어림은 연필, 종이와 같은 도

구를 사용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과정

이며, 계산 결과가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답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 기술

을 활용한 개개인의 다양한 방식을 종종 반영하고, 어림

수로 답을 준다(Reys, 1984).

NCTM(1989)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어림을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4학년’에서는 교육과정에 어림을

포함 시켜서 어림 전략을 탐구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

며, 어림이 적절한 시점을 인식하기, 결과의 타당성을 결

정하기, 양, 측정, 계산 문제해결 활동에서 어림 활용하기

를 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5∼8학년에서는 다

양한 상황에서 계산과 어림을 강조하여 어림에 대한 기

술을 개발, 분석, 설명하기, 암산과 어림, 지필, 계산기, 컴

퓨터 방법으로부터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용하기, 문제를 풀거나 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어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어림셈은 계산기, 암산, 지필 계산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도구이지만 정확한 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어림셈

능력이나 답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ys & Yang, 1998). 따라서 어림셈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어림셈 방법이나 전략 등 별도의 어림셈 지도

가 필요할 것이다.

어림 기능을 학습할 때 학생들의 수 감각이 발달하게

되며(Leutzinger et al., 1986), 어림은 계산 결과를 예측하

고, 계산 과정을 점검하고, 계산 결과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은 계산 능력 향상

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사는 어림의 본질적인 기능을

인식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어림을 일관되게 강조해

야 하며, 학생들에게 어림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NCTM,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림의 세 가지

영역 중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어림

셈(Trafton, 1986)의 지도 방식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다차원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현장으

로 향하는 하향식 방식의 교육과정적 실천의 관점에서

Reys et al.(2010)은 학교 수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과정 등에 관한 안내, 교과서와 평가 내용의 지침이 되는

지역, 주,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

정의 지침과 의도를 반영한 교과서나 기타 교수⋅학습

자료인 ‘작성된 교육과정’, 수업에 사용할 자료나 구현 방

법 등에 대한 교사의 교수학적 의사결정에 따라 학생에

게 ‘실행된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교사의 결

정과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용 국면인 다차원 교육과정을 [Fig. 1]와

같이 ‘의도-작성-실행된 교육과정’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다차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 이

에 따른 교과서와 같은 ‘작성된 교육과정’,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실행된 교육과정’의 하향식 방향으로 교육과정

이 실천되며, 다시 ‘실행된 교육과정’으로부터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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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related to the computational estimating of addition and subtraction presented in the 1st∼2009 revision

of the mathematics curriculum

curriculum 1st 2nd 3rd 4th 5th 6th 7th 2007 revision
2009

revision

grade (group) 5 6 5 6 6 - 5 6 2-na 3-na 4-ga 2 3 4 3, 4

area calculation measure - measure numbers and operations

number plain real
integer,

decimal

approxi

-mation
-
measured

value

round

number

three

digit

four

digit

natural

number,

denomina

-tor

two

digit,

three

digit

four

digit

natural

number,

denomina

-tor,

decimal

three digit

goal ○ ○ - - ○ - ○ - - - - - - - -

content

(achievement

standards)

○ ○ ○ ○ ○ - ○ ○ - - - - - - ○

points to note

in teaching &

learning

- - - - - - - - ○ ○ ○ ○ ○ ○ ○

pre-computatio

nal estimating
- - - - - - - - ○ ○ ○ ○ ○ ○ ○

Check the

estimated

value

- - - - - - - - - - - - -
○

(calculator)

○

(calculator)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피드백이 가능하여 일련의

다차원적 교육과징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작성-실행된 교육과정’이라

는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Reys et al., 2010)에서 덧셈

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을 교육과정적 개선의 척도

가 되는 교사에 의해 구현되는 ‘실행된 교육과정’으로부터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향하는 피드백 관점에서의

논의하였다.

Intended

curriculum
➜

written

curriculum
➜
Implemented

curriculum

[Fig. 1] Application phase over time of multi-dimensional

curriculum

4.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한 1차∼2009 개정 초등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한 1차∼2009 개정 초등학

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및 2차 교육과정에서는 계산 영역에, 3차, 5차,

6차 교육과정에서는 측도 및 측정 영역에, 7차∼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에 제시되어 있으며 4

차 교육과정에는 관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차 교육

과정의 5, 6학년에서는 어림셈하는 능력 기르기를, 3차 교

육과정의 6학년에서는 근사값의 계산을, 5차 교육과정의

5학년에서는 어림셈하기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근사하

다(approximate)’와 ‘어림하다(estimate)’는 동의어이므로

(Usiskin, 1986), 본 연구에서는 3차 교육과정의 근사값의

계산도 어림셈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관련 내용이 1차∼3차 및 5차, 6차 교육과정의 5,

6학년 내용에,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2∼4학년 교

수⋅학습상의 유의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3, 4학년군

성취기준과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명시되어 있다. 특

히 7차∼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는 계산 전에 어림해 보게 한다는 어림셈 지도 시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

육과정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어림한 값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도구 사용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1차, 3차, 5차 교육과정에서는 어림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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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related to the computational estimating of addition and subtraction presented in the textbooks of the 1st

to 2009 revision curriculum

curriculum 1st 2nd 3rd 4th 5th 6th 7th 2007 revision 2009 revision

grade⋅semester 6-1 - 6-2 - 5-1 6-1 2-나 2-2 3-1 3-1

number
large

number
-

large

number
-

large

number

large

number
three digit

two digit,

three digit
four digit three digit

operation +, - - +. - - +, - +, - +, - +, - +, - +, -

pre-computational estimation - - - ○ ○

computational estimation

learning
○ ○ ○ ○ ○ ○ ○

compare with calculated

value
○ - - - ○ - - ○ - ○

check the estimated value ○ - - - - - ○ ○ - -

explaining the computational

estimating method
- - - - - - - - - ○

내용이 목표와 내용으로 제시되어 어림셈하는 능력을 길

러줘야 하는 별도의 목표로 언급하며 중시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림

셈을 정확한 계산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학 학습 내용

으로 간주하여 어림한 값을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림셈 관련 내용이 성취기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상

의 유의점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림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림셈

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5.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한 1차∼2009 개정 교육

과정 수학 교과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한 1차∼2009 개정 초등학

교 수학과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덧셈과 뺄셈 관련 단원에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기별 어림셈 지도 시점을 살펴보면 별도의

차시나 내용에서 어림셈을 다루어 어림셈하는 과정을 제

시한 경우, 계산 전에 제시한 경우, 계산 중에 제시한 경

우, 계산 결과인 곱이나 몫을 반올림하여 어림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3차, 5차∼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어림셈 과정을 정확한 계산과 별도의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어림셈의 과정은 어림수를

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생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맥락은 부족하다. 2009 개정 교육과

정 교과서에서는 계산하기 전에 어림해 보도록 지시문으

로만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기별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교육

과정 교과서인 6-1-2. 우리 학교(pp. 37-38)에는 [Fig. 2]

와 같이 합계의 어림수와 어림수를 합한 것이 비슷함을

알도록 두 가지 어림셈 방법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차 교육과정의 5, 6학년 내용 체계에는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5, 6학년 교과서에는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관련 내용이

구현되지 않았다.

[Fig. 2] The primary curriculum textbook

6-1-2. Our school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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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5th curriculum textbook

5-1-8. Rounding & rounding (p. 126)

[Fig. 5] The 7th curriculum textbook

2-na-4. Addition & subtraction of

Three-digit numbers (2) (p. 58)

[Fig. 6]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extbook 3-1-1. Addition & subtraction

(p. 26)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인 6-2-6. 근사값과 오차(p. 141)

에는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값의 합과 오차의

한계에 대한 어림셈이라는 측도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어림셈 관련 내용이 측도 영역에 명시된

3차 및 4차 교육과정의 6학년 목표와 내용이 거의 유사

함에도 불구하고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내

용이 구현되지 않았다.

[Fig. 3] The 3rd curriculum textbook 6-2-6.

Approximate values and errors (p. 141)

5차 교육과정의 5학년 교과서에서는 어림셈에 대한 별

도의 단원인 5-1-8. 어림수와 어림셈을 구성하고 구별된

차시에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을 다루고 있다(pp.

126-127).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산하기 전에 제

시된 큰 수를 어림수로 나타낸 후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을 제시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인 6-1-5. 여러

가지 문제(pp. 60-61)에는 별도의 단원을 구성하지는 않

지만 구별된 차시에서 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보다 대

략적인 어림수의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을 다루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2-나, 3-나, 4-가 단계의 교수⋅학습상

의 유의점에는 계산하기 전에 답을 어림해 보기가 명시

되어 있으나 2-나 교과서의 2.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1)과 4.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2)에서만 이를 구현하

고 있다. [Fig. 5]과 같이 2-나-2.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5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같이 계산 전에 세

자리 수를 어림수로 나타낸 후 답을 어림해 보고 왜 그

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동전

이나 수모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한 후 알맞게 어

림했는지 되짚어 보도록 제시하여 자신의 어림셈 과정을

확인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인 2-2-2. 덧셈과 뺄셈(2)에

는 어림셈이 제시되어 있으나 어림셈 과정에 대한 안내

없이 단순히 답을 어림해 보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사고

할 수 있게 하는 맥락이 부족하다(Choi & Park, 2009).

하지만 3-1-2. 덧셈과 뺄셈에서는 제시된 수를 어림수로

나타낸 후 덧셈, 뺄셈 값을 어림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림

셈을 강조하는 곳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어림셈은 어림

셈해야 할 만큼 복잡한 곳에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눗셈의 경우 70÷35보다는 68÷31에 적합하다(Kang,

2011). 4학년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③에는 자연수, 분

수, 소수의 계산에서 계산하기 전에 답을 어림해 보게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과서에는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계산 전에만 답을 어림해 보게 하고 분수,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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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은 구현되지 않았다. 4학년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 ④에서 계산하거나 어림한 값을 계산기

를 사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제시된 부분 역시 어

림셈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구현되지 않았다. 학습자로 하

여금 어림셈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림셈을 통해 사고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어림셈에 대해 자

세히 안내하지 않으면서 계산 결과를 어림하도록 요구하

는 질문이 제시되었다(An,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인 3-1-1. 덧셈과 뺄셈의

덧셈 연산에서는 [Fig. 6]과 같이 연산을 하기 전 어림셈

해 본 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림셈한 값과 계산한 값을 비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이전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는 달리 보조 발문인 캐릭터

말주머니로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

기 위하여 [Fig. 1]에 제시된 ‘의도-작성-실행된’ 다차원

적 교육과정적 관점(Reys et al., 2010)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덧셈과 뺄셈의 어림

셈과 관련된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의

도된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1∼6학년 교

과서를 작성된 교육과정으로 각각 선정한 후 1차∼2009

개정 교육과정과 각 교육과정기별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

는 문헌 연구를 하였다. 이때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어

림셈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

과서로 연구 범위를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에 의해 수업에서 학생에게 실행되는 교육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학 교과에 대한 PCK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교수

학적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수학교육관

련 전공자로서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재학

중인 수학 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43

명을 의도적 표집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어림셈 지도

방식과 관련한 실행된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여 의도-작성-실행된 교육과정 국면들 간의 관련성

과 실행된 교육과정으로부터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의 피드백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의해 실행된 교육과정 측면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 교사 선정에 있어서 의도적 표집 방법

과 실제 교사의 설문으로써 자료 수집한 방법으로 인하

여 연구에 제한점이 따른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하여 의도, 작성

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1∼6학

년 교과서를 1차∼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1∼6

학년 교과서와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3] Teacher questionnaire on how to instruct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item

1

achievement criteria related to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of the

three digit numbers

2

suitable content area for instructing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3
reasons suggested to try to estimate before

adding

4
the effect of instructing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5
appropriate grade for instructing addition &

subtraction

6
purpose of instructing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7
the right time to instruct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8
how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addition &

subtraction calculation results

어림셈 관련 선행 연구(Kang, 2011; Kim, 2019; Park,

2011) 결과와 1∼6학년 교과서를 참고하여 [Table 3]과

같은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교사 설문 문항을 개발하

여 적용하였다.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관련 성취기준과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의 적합성 여부, 덧셈과 뺄셈의 어

림셈을 지도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영역과 학

년, 계산 전에 어림해 보도록 하는 이유,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여부가 미치는 효과 차이, 덧셈과 뺄셈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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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2015 revised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analysis related to addition and subtraction

curriculum
grade

group
erea goal achievement standards points to note in teaching & learning

2015

revised
3,4

number

&

operation

-

 addition & subtraction of three

digits

[4Math01-04] The calculation result

can be estimated from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hree digit numbers.

⋅Before adding, subtracting,

multiplying, or dividing, try to estimate

the calculation result and use the

estimated value to check if the

calculation result is valid.

림셈 지도 목적(어림셈의 용도), 방법 및 지도 시점, 계산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어림셈 교수⋅학습 방식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문항은 3차례에 걸쳐 초등수학교육

전문가 1인과 교차 검토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

을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교사 설문 문항은 설문지의 형

태로 제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교사 43명 중 30명

이 응답하여 회수율 70%를 나타냈다. 수집한 실행된 교

육과정으로서의 교사 설문 결과는 문항별 응답 반응 사

례를 빈도 분석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한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한 의도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와 연산 영역의 성

취기준 및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 4학년군에서

는 ‘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의 성취기준에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게 하는 어림셈

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 4학년군에서

의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관련 성취기준은 2009개정 교

육과정의 어림셈 관련 성취기준과 동일하나 3, 4학년군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계산을 하기 전에 계산 결과

를 어림하여 예상해 보게 한 후 어림셈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도록 지도해야 함을 제

시하고 있다. 반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계산을

하기 전에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고, 어림한 값을 계산기

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림셈을 별도의 수학 학습 내용으

로 간주하고 어림셈을 잘했는지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

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어림셈을 정확한 계산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수

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

가지로 어림셈을 정확한 계산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학

학습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차이를 드러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에

비해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덧셈과

뺄셈 계산 전에 어림셈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

하도록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어림셈 지도 방식은 7

차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하지만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을 별도의 수학 학습 내용으로 간주하여 어림한 값을 계

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시한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림셈을 보

다 구체적으로 지도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NCTM(2000)에서는 유치원∼8학년의 수와 연산 규준

에 구체물 활용, 암산, 어림셈, 지필 계산, 계산기 등을 포

함하여 계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 활용을 제시하

고 있다. 이때 교사는 정확한 계산과 어림셈이 각각 언제

더 적절한지 결정하는 방법,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계산

법을 선택하는 방법, 계산한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

로 계산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 결과를 분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CCSSM의 학년별 내용 규준

체계에는 어림하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3∼5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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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세부 학습 내용에 연산과 대수적 사고, 십진수에

서의 수와 연산, 수와 연산 중 분수 영역에서 어림하기를

명시하고 암산과 어림 전략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답인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CCSSI, 2010). 어림 전략이라는 보

다 구체적인 어림셈 방법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에 대한 학

습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

는데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을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와 관련된 2015 개정 초

등학교 1∼6학년 수학과 교과서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3-1-1. 덧

셈과 뺄셈 단원에서만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을 다루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 4학년군 성취기준과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이 3학년 1학기 교과서의 해당 단

원에 구현된 것이다. 3-1-1.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는

[Fig. 7] 및 [Fig. 8]과 같이 동일한 구성 방식으로 세 자

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몇 명이 될 수 있을지

어림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정확한 계산 값을 구하

기 위한 덧셈식과 뺄셈식을 써보게 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3, 4학년군 교육

과정에 제시된 대로 덧셈과 뺄셈 계산 전에 어림해 보게

하고 정확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기

회는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한 후 계산 전에 어림해 본 값과 비교하도

록 하는 구체적인 지시문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덧셈, 뺄셈을 계산하기 전에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도록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지만,

어림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해 보

게 하는 내용은 교과서에는 구현되지 않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연계성은 상당히 높으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이 교과서에 모두 반영되지는 못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7]과 [Fig. 8]와 같이 3-1-1. 덧셈과 뺄셈

교과서에는 별도의 어림셈에 대한 학습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정확한 덧셈과 뺄셈 계산 전에만 제시하여 어림셈

자체를 별도의 학습 요소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어림셈에

대한 지도 없이 이루어지는 어림셈 활용은 오히려 학생

에게 어림셈을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Kim, 2019), 별도의 연산 방법으로서 어림셈 자체의 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설정하여 다양한 어림셈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Fig. 7]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

3-1-1. Addition and subtraction (p. 10)

[Fig. 8]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

3-1-1. Addition and subtraction (p. 16)

반면에, 미국 교과서인 Math Connects 1∼4학년에는

덧셈과 뺄셈 계산 전과 계산 중에, 그리고 계산 후에 어

림셈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어

림셈 지도 차시는 어림수에 대한 지도 차시 지도 후에

배치하여 수 감각과 관련하여 어림셈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으며, 어림셈이 학습 내용으로 지도되는 차시와 연산에

서 어림셈이 활용되는 차시가 비슷한 빈도로 제시되어

있다(Macmillan & McGraw-Hill, 2009). 이는 수와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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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에서 어림셈을 포함하여 계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도록 한 의도된 교육과정인 NCTM(2000)의

의도가 작성된 교육과정인 교과서에 반영되어 구현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1학기

교과서에 제시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은 계산 전에만

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차시로 지도하고 있지 않아서

미국 교과서에 비해 지도 시점이 다양하지 못하며 체계

적으로 지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

수학 교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덧

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적합한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

셈의 어림셈 관련 성취기준을 묻는 (문항1)에서는 ‘현행

성취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40.0%)에 비해서 어

림셈 방법관련 내용이 추가된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의 어림셈 방법을 알고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교사(56.7%)가 더 많았다. 이러한 실

행된 교육과정의 주체인 교사의 인식은 의도, 작성된 교

육과정을 실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을 전제로 어림

셈 관련 성취기준에 어림셈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에 적절한 내용 영역을 묻

는 (문항 2)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한 응답 비율(93.3%)이 가장

높았다. 3차, 5차, 6차 교육과정에서 어림셈을 다루었던

‘측정 영역’에 대한 응답 비율(73.3%)도 상당히 높았다.

수와 연산 영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계산 결과의 타당성

확인”(23.3%),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20.0%), “덧셈,

뺄셈 지도와 연계하기 적절함”(20.0%), “수 감각 신

장”(13.3%) 등이 있었다. 측정 영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실생활에서 어림이 유용함”(33.3%), “양감 기르기에 적절

함”(16.7%) 등이 있었다. 이는 실생활에서 어림셈해야 하

는 경우가 수와 연산 영역뿐만 아니라 측정 영역과 밀접

하게 관련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어림셈 지도

영역을 수와 연산뿐만 아니라 측정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의도된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두 자리 수의 덧셈(2학년 2학기)와 다르게 세 자리 수

의 덧셈(3학년 1학기)에서 계산 전에 어림해 보도록 제시

한 이유를 묻는 (문항 3)에서는 “두 자리 수의 덧셈은 직

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빠르지만 정확한 계산을 바로

하기 어려운 세 자리 수 이상의 수의 덧셈에서는 지필

계산 전에 어림셈이 유용해서”(4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학년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수 감각(양감) 및 연

산 감각을 기르고 계산 원리 이해의 수단으로”(16.7%),

“일상생활에서 큰 자리수의 덧셈은 어림하여 나타내는 경

우가 많아서”(16.7%)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작

성된 교육과정의 계산이 복잡한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

셈의 경우에는 계산 전에 어림해 보도록 하는

Kang(2011)의 적용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어림셈 지도가 덧셈과 뺄셈 지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 4)에서는 효과 차이가 발생한다

(80.0%)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교사들은 감각 발달

(30.0%), 계산 결과의 타당성 확인(16.7%), 반성적 사고

통해 계산 과정 점검 및 오류 수정(16.7%) 등의 이유로

어림셈 지도가 여러 측면에서 덧셈과 뺄셈 지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에 적절한 학년을 묻는 (문

항 5)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3학년이 가장 적합

하다.’고 응답한 비율(83.3%)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4학

년(36.7%), 2학년(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

유로는 “어느 정도 덧셈과 뺄셈에 익숙해지고 수 감각을

갖추게 된 3학년 시기나 큰 수의 덧셈과 뺄셈을 지도하

는 3학년 시기부터 4학년 또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어

림셈을 지도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지도 시기인 2학년부터 어림셈을 지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특히 2학년 1학기 길

이재기 단원에서 이미 어림측정을 다루므로 어림셈 지도

시기를 2학년부터로 앞당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어림셈이 습관화되도록 다수의 학년에서 어림셈을 지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어림셈을 저학년부터 도입하

고 전 학년에 걸쳐 심화 발전시켜서 체계적인 어림셈 학

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 선행 연구(Kwon & Shin,

1997)나 1, 2학년에서 어림셈을 다루는 Math Connect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어림셈 능력 신장을 위

해서는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에서의 도입 시기를 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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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alysis about instruction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and subtraction

Item

number of

teachers

(persons)

ratio

(%)

1

achievement criteria

related to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of the three

digit numbers

I can see how to estimate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hree digits. 0 0

The calculation result can be estimated from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hree digits.
12 40.0

I can know how to estimate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hree digits

and estimate the result of the calculation.
17 56.7

others 1 3.3

2

suitable content area for

instructing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double check

possible)

numbers and operations 28 93.3

measure 22 73.3

figure 2 6.7

regularity 1 3.3

data and possibilities 3 10.0

4

the effect of instructing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effect differences occur. 24 80.0

no effect difference occurs. 5 16.7

half and half 1 3.3

5

appropriate grade for

instructing addition &

subtraction(double check

possible)

1 grade 2 6.7

2 grade 9 30.0

3 grade 25 83.3

4 grade 11 36.7

5 grade 9 30.0

6 grade 9 30.0

6

purpose of instructing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predicting the result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calculations 5 16.7

checking the validity of addition and subtraction calculation results 6 20.0

cultivating approximate skills that are often used in real life 24 80.0

others 1 3.3

7

the right time to instruct

computational estimation

of addition & subtraction

estimating the result of calculation by estimating before calculation and

using the estimated value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calculation result
21 70.0

estimating the validity of the calculation process by approximating it

during the calculation process
1 3.3

After calculation, estimate the calculation result by approximating it, and

check the validity of the calculation result using the estimated value
7 23.3

others (at the beginning of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unit) 1 3.3

8

how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addition

& subtraction calculation

results

checking the validity of the calculation results using a calculator 9 30.0

checking the validity of the calculation results using a rough estimate 20 66.7

others 1 3.3

학년에서 2학년으로 앞당기고 3, 4학년까지 여러 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목적 즉, 어림셈의 용도를

묻는 (문항 6)에서는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어림셈 능

력 기르기”(80.0%)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덧

셈과 뺄셈 계산 결과의 타당성 확인”(20.0%), “덧셈과 뺄

셈 계산 결과 예상”(16.7%) 순으로 나타났다.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을 지도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묻

는 (문항 7)에 대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계산 전에 어림셈하여 계산 결과를 예상해 보고, 어림셈

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7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교사들이 덧셈과 뺄

셈 계산 전에 어림셈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익숙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계산 후에 어림셈하여 계산 결과를 어림

해 보고, 어림셈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23.3%)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사들은 덧셈과 뺄셈 계산 전에 어림셈을 지

도하도록 하는 의도, 작성된 교육과정 상의 어림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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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어림셈을 지도하다 보니 주로 어림셈을 계

산 전에 지도하는 방식을 취라고 있다 하지만 덧셈과 뺄

셈 계산 전과 계산 중에, 그리고 계산 후에 어림셈에 대

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Math Connects(Macmillan

& McGraw-Hill, 2009)와 비교할 때 어림셈 지도 시점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덧셈이나 뺄셈의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지

도하는 방법을 묻는 (문항 8)에 대해서는 ‘어림셈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지도하

기’(6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지도하기’(30.0%)라는

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이는 어림셈한 값을 이용하여 계

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도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이

교사에 의해 실행된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어 나타나는 경

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계산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

려하면 계산 결과의 정확성 여부는 대략적인 계산을 하

는 어림셈보다는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상에 어림셈 지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명

시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초등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된 교육과정으로서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관련 성취기준은 3, 4학년군의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계산하기 전에 계산 결과

를 어림하여 예상해 보게 한 후 어림셈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림셈을 정확한 계산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는 있으나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을 별도의 수학 학습 내용으로 간주하여 어림한

값을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시하

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별도의 어림셈 방법 지도나 분수

및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어림셈을 다루도록 명시하

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연산 능력 및 수 감각 형성에 도움

이 되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어림셈 능력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어림셈 능력 기르기를

별도의 교육과정상의 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으로 설정하

여 학습 내용으로 지도하도록 규정 하는 것에 대해 논의

가 필요하다.

둘째, 의도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은 3-1-1. 덧셈과 뺄셈 단원에

서만 다루고 있다. 덧셈과 뺄셈 계산 전에 어림해 보게

하여 정확한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고 있지만 어림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

과가 타당한지 확인해 보게 하는 내용은 구현되지 않았

다.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연계성은

상당히 높으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은 모두 반영되지

는 못했으며 어림셈을 정확한 덧셈과 뺄셈 계산 전에만

제시하여 어림셈 자체를 별도의 학습 요소로 다루지 않

았다. 따라서 계산을 다루는 다양한 시점에 어림셈을 제

시하고 있는 미국 교과서 Math Connects(Macmillan &

McGraw-Hill, 2009)를 고려할 때, 별도의 연산 방법으로

서 어림셈 자체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설정

하여 다양한 어림셈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덧셈과 뺄셈 계산 전, 계산 중, 계산

후의 다양한 시점에 어림셈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보다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구안이

필요하다.

셋째, 의도, 작성된 교육과정을 학생에게 실행하는 초

등학교 교사들은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가 즉시 정

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운 세 자리 이상인 수의 덧셈과

뺄셈에 유용하며 수 감각(양감) 및 연산 감각을 기르고

덧셈과 뺄셈 계산 원리 이해의 수단이 되는 등 여러 측

면에서 덧셈과 뺄셈 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덧셈과 뺄셈

의 어림셈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림셈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의도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덧셈과 뺄

셈의 어림셈은 측정 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와 연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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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뿐만 아니라 측정 영역으로의 지도 영역 확대에 대한

의도된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 실생활에

유용한 어림셈을 습관화하여 어림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지도하는 3학년 시

기뿐만 아니라 길이 재기의 측정 어림을 지도하는 2학년

시기로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에서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큰 수를 학습하는 3, 4학년에서도 지속적으

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 학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목적에는 실생활

에 많이 활용되는 어림셈 능력을 기르기, 덧셈과 뺄셈 계

산 결과의 타당성 확인하기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들은 의도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계산 전에 어림셈하여 계산 결과를 예상해 보고,

어림셈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

록 어림셈을 지도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어

림셈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어림셈 지도 시점의 다양화

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 또한 작성, 의도된 교육과정상

에 어림셈 지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덧셈과 뺄셈의 어림셈 지도 방식에 대한

다차원 교육과정적 관점으로부터의 논의가 종전에 이루

어진 연구와 차별화되는 측면은 성취-실행-작성된 교육

과정의 바탕이 되는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의 최

종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과 그 방향이 다차원적 교

육과정의 가역적 구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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