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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지도방안에 대한 분석1)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선 우 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패턴을 다루는 여러 가지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를 신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대수(early algebra)적 관점에서 패턴을 지도하는 세 가지

주요 활동인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동,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

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현행 초등학교 수

학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지도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은 교과서 상에서 명시적

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

계를 탐색하는 활동은 주로 대응표를 활용하여 전 학년에

서 다루어졌고,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

는 활동은 저학년에서는 패턴의 규칙을 비형식적으로 표

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고학년에서는 패턴의 규칙을 수식

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

여 다루어졌다. 한편 다른 수학 내용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패턴의 지도방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교과

서에서는 패턴 활동이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일부 단원

에서만 한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를 신장

하기 위한 패턴 지도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 서론

어린 학생들에게 대수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야 한다는 초기대수(early algebra)적 관점은 세계 여

러 나라의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반영한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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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한국수학교육학회의 2015 국제수

학교육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는데, 먼저 미국의수학과 공통 핵심 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CCSSM])
에서는 ‘연산과 대수적 사고(operation and algebraic

thinking)’라는 내용을 3～5학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

할 것을 권고한다(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CCSSI], 2010). 캐나다의 온타리오 교육과정

에서는 ‘패턴과 대수(patterning and algebra)’라는 영

역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다루며(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 최근 호주의 수학과 교

육과정에서도 ‘수와 대수(Number and algebra)’라는

영역의 세부 내용으로 ‘패턴과 대수(pattern and

algebra)’를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다루고 있다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201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대수적 관점을 반영한 초

등 수학과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패턴 활동을 포함한

다. 이는 패턴이 모든 수학의 기반일 뿐 아니라

(Mulligan & Mitchelmore, 2009), 대수 활동의 토대

(Radford & Peirce, 2006)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패턴

은 초등학생의 대수적 사고를 신장하기 위한 구체적이

고 효과적인 지도방안이다. 패턴 활동은 학생들에게

구체물을 추상적인 수의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하고(Moss & McNab, 2011), 두 변수 사이

의 공변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

가 학생들이 패턴의 규칙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기 때문이다(Beatty, 2010; Blanton & Kaput,

2011; Moss & McNab, 2011; Warren & Cooper, 2007,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고와 관련하여 패턴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대상에 따라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패턴 활동에서 나타나는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 특징을 살펴본 연구(김성희, 2013; 최병훈,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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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11), 패턴 일반화를 다루는 고학년 학생들의 사

고 특징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김남균, 김은숙, 2009;

최지영, 방정숙, 2014), 그 외 초등수학영재 학생들의

패턴 일반화 활동을 분석한 연구(송상헌, 허지연, 임재

훈, 2006; 송상헌, 임재훈, 정영옥, 권석일, 김지원,

2007; 유미경, 류성림, 2013; 최병훈, 방정숙, 2012) 등

이다. 즉 패턴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패

턴 활동에서 드러나는 초등학생들의 사고 특징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패턴 활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예외적으로, 김성준(2003)이 중학교 1학년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패턴 일반화를 강조하는 대수 수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적은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

고를 신장하기 위하여 패턴의 지도방안을 모색한 연구

는 부족하다. 최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과제들을 다양한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

한 연구가 있었으나(Lee & Lee, 2013), 연구 결과가

과제 유형에 따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

문에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의 지도방안에 대하여 상세

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패

턴을 지도하는 세 가지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지도방안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

서 패턴 활동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면밀하게 파악

하고, 나아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대수

적 사고를 신장하기 위한 패턴 지도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턴과 패턴 일반화

가. 패턴의 유형

수학적 패턴이란 수치적(numerical) 관계나 공간적

(spatial) 관계, 논리적 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예측 가

능한 규칙성을 일컫는다(Mulligan & Mitchelmore,

2009). 패턴은 패턴을 이루는 속성과 생성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패턴

이 얼마나 다양한가보다는 패턴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패턴의 유형을 생성 방식에

따라 반복 패턴(repeating patterns)과 증가 패턴

(growing patterns)으로 간단히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패턴에서 반복되는 식별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항(term)’이라 하는데, [그림 1]과 같이 항이 반복되면

서 만들어지는 순환적인 구조의 패턴을 반복 패턴이라

한다. 한편 증가 패턴은 각 항이 선행 항 보다 일정한

규칙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일컫는다([그림 1] 참조).

․ ○●○●○●○●…

․ 121212…

․ ABABAB…

반복 패턴의 예

․ ○○ ○○○○ ○○○○○○ …

․ 2, 4, 6, 8, …

증가 패턴의 예

[그림 1] 반복 패턴과 증가 패턴의 예

[Fig. 1] Examples of repeating patterns and

growing patterns

증가 패턴은 패턴을 이루는 항의 속성이 기하적

(geometric)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하적 증가

패턴(geometric growing pattern)으로, 숫자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수치적 증가 패턴(numeric growing

pattern)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패턴을 크게 반복

패턴과 증가 패턴으로 나누어 살펴보되, 패턴을 이루

는 항이 숫자로 표현된 경우는 수치적 패턴, 도형이나

모양 등으로 표현된 경우는 기하적 패턴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나. 패턴 일반화

본 절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 중 패턴 일반화에 대

한 대표적인 정의를 제시한 Radford(2003, 2010)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adford(2003, 2010)는 학생

들의 패턴 일반화를 산술적 일반화와 대수적 일반화로

구별하였는데, 제시된 몇 개의 항들에서 공통점

(commonality)을 파악하고, 그 공통점이 모든 항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며, 나아가 패턴의 모든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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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공통점을 일반화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대수적 일반화라 하였다. 반면 그 공통점을 일

반화된 표현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는 산술적 일반

화로 보았다. 이때 대수적 일반화는 학생들이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2)을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사

실적(factual), 맥락적(contextual), 기호적(symbolic) 일

반화로 구분된다. 사실적 일반화는 학생들이 제스처나

간단한 일상 언어, 반복적인 어구(rhythm) 등으로 일

반화된 규칙을 표현한 경우를 이르며, 맥락적 일반화

는이전 항의 번호와 같은 패턴의 맥락에 근거한

용어나 그림을 사용하여 표현한 경우, 기호적 일반화

는 대수적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 경우를 이른다. 즉

위의 정의에 의하면, 패턴 활동이라 할지라도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는 대수적인 활동

이 될 수 없으며, 기호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제스처와

일상 언어, 그림 등도 대수적인 일반화를 표현하는 수

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대수적 사고를 신장하기 위한 패턴 지도방안

초기대수적 관점에 따른 패턴 지도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패턴을 지도하는 활동은

크게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동,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

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분류된다(Billings,

2008; Moss, Beatty, Barkin & Shillolo, 2008; Moss &

McNab, 2011; Mulligan & Mitchelmore, 2009;

Warren & Cooper, 2007, 2008). 각 활동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은 패턴의 모양

과 색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등과 같은 기하

적 패턴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수치적 패턴에서

수 배열의 형태나 변화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 활동을

이른다. 관련 연구로는 Billings(2008), Moss와

McNab(2011), Warren과 Cooper(2007, 2008)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Billings(2008)는 패턴을 수치적으로 접

근하기에 앞서 패턴의 물리적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2)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에서

규칙의 의미는 패턴에서 관찰할 수 있는 ‘rule’을 의미하며,

Radford(2003, 2010)에서 언급하는 각 항들 사이의 공통점

(commonality)과 같은 맥락의 의미이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패턴의 형태나 구조에 관한

다양한 발문을 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패턴을 만들어보

고,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Warren과 Cooper(2007, 2008)도

패턴을 다룰 때 패턴에 대한 시각적인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 학생들은 제

시된 반복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 보거나 패턴을 분

해․합성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반복되는 항을 인식하

고, 나아가 패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Moss와 McNab(2011)은 y=ax+b 형태의 기하적

증가 패턴을 지도할 때, 상수(b)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타일을 고정된 위치에 배치하였는데, 학생들은 이 상

수를 ‘돌출부(bump)’라는 용어로 표현하였고([그림 2]

참조),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언

어를 이용하여 패턴을 쉽게 인식하도록 격려하였다.

돌출부

(bump)

[그림 2] 돌출부의 예

[Fig. 2] Example of a bump

(Moss & McNab, 2011, p. 288)

두 번째는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

는 활동이다. 이는 패턴에서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한

뒤에 그 규칙을 가까운 순서에 위치한 항을 찾아보는

데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즉 이전 활동은 각각의 항과

변수를 중심으로 패턴 자체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면, 본 활동에서는 패턴에서 두 변수를 인식

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관련 연구로는 Billings(2008), Blanton과 Kaput(2011),

Moss 외(2008), Moss와 McNab(2011), Radford(2011),

Warren과 Cooper(2007, 2008) 등이 있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의 항을 제시한 뒤, 이 항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을 토대로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 위치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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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수를 묻거나, 10번째와 같은 비교적 가까운 위

치의 패턴 블록 수를 찾아보게 한다. 주목할 점은 학

생들이 두 변수 사이의 공변(covariation)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전략

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중 표를 사용한 전략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기하적 패턴을 다룰 때 두 변수

에 대한 정보를 수로 바꾸어 표에 기록하거나(Blanton

& Kaput, 2011; Warren & Cooper, 2007, 2008), 수치

적 패턴의 경우에는 Moss 외(2008), Moss와

McNab(2011)에서 함수 기계(function machine) 활동

의 결과를 표에 기록하게 한 뒤, 수의 입력값과 산출

값 사이의 규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Moss 외(2008), Moss와 McNab(2011), Warren과

Cooper(2007)에서는 기하적 패턴을 지도할 때 공통적

으로 ‘위치 번호카드(position number cards)’를 사용하

여 학생들이 패턴의 위치번호와 위치번호에 놓인 블록

의 수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

였다([그림 3] 참조).

1 2 3

↳ 위치 번호카드

[그림 3] 위치 번호카드 사용의 예

[Fig. 3] Example of using position number cards

(Moss & McNab, 2011, p. 281)

한편 Billings(2008)는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패턴의

순서를 거꾸로 질문하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2, 3, 4번

째 항을 제시한 뒤에 첫 번째 항과 0번째 항을 질문하

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상수를 인식하고, 나아가 두 변

수 사이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

하는 활동이다. 이는 패턴에서 파악한 공변 관계를 토

대로 임의의 항을 형식적으로 또는 비형식적으로 표현

하는 과정을 이른다. 관련 연구로는 Beatty(2010), Mos

s와 McNab(2011), Radford(2011), Tabach와 Friedland

er(2008), Warren과 Cooper(2007, 2008) 등이 있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50번째, 100번째와 같은 먼

위치에 해당하는 항을 묻거나, n번째 항과 같은 임의

의 항을 묻고 그것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 과제마다 일반화된 규칙을 일상

언어나 대수적인 기호로 표현하게 하였다. 그 결과

Moss와 McNab(2011), Warren과 Cooper(2007, 2008)

에서는 2, 3학년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 위치번호나 타

일 수(the number of tiles) 등과 같은 비형식적인 언

어를 사용하여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표현하였고,

Radford(2011), Tabach와 Friedlander(2008)에서는 4학

년 이상의 학생들이 기호를 사용하여 대수식을 구성할

수도 있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패턴 일반화 이후

에 자신만의 규칙으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본 뒤 그

것을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게 하거나(Moss & McNab,

2011),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통하여 수학적 동치를

다루기도 하였다(Beatty, 2010; Tabach & Friedlander,

2008; Warren & Cooper, 2008). 예를 들어 Moss와

McNab(2011)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 다

양한 패턴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학급 친구들과 공유

하는 활동이 패턴 일반화에 대한 이해를 신장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Beatty(2010)에서는 동일한 규

칙의 수치적 패턴과 기하적 패턴을 제시하여, 두 패턴

이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임

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

하여 도출한 패턴을 지도하는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중

심으로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지

도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패턴 활동과 다른 수학 내용 영역과의 연계

패턴 일반화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는 패턴 활동

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곱셈, 나눗셈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비와 비율, 연립 일차 방정식까지도 지도하였

다(Beatty, 2010; Moss & McNab, 2011; Warren &

Cooper, 2007).

특히 Warren과 Cooper(2007, 2008)는 호주의 7～9

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 패턴을 활용하여 곱셈과

나눗셈, 비의 개념을 지도하였다. 그 중 곱셈은 반복되

는 구간마다 항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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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턴을 지도하는 세 가지 주요 활동

[Table 1] Three main activities related to pattern generalization

활동 내용 지도 전략 선행 연구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

․기하 패턴의 물리적 구조(패턴

의 항, 모양, 색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등) 분석하기

․수 패턴의 배열 형태, 변화 등

분석하기

․패턴의 구조와 관련된 발문하기

(예. 반복되는 항,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

는 부분 찾기)

․제시된 패턴을 따라서 만들거나 그려보기

․기하 패턴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하기

(예. 돌출부,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의 색깔이나 모양을 다르게 제시하기)

Billings(2008)

Moss와 McNab

(2011)

Warren과 Cooper

(2007, 2008)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동

․두 변수의 인식과 두 변수 사이

의 공변 탐색하기

․몇 개의 항에서 공통적인 규칙

을 발견한 뒤, 그 규칙을 적용

하여 가까운 순서에 위치한 항

찾기

․대응표나 변수표에 두 변수에 대한 정보 기

록하기

․위치번호 카드를 활용하여 각 항과 위치번

호를 동시에 고려하기

․다음 순서의 항을 만들거나 그려보기

․패턴의 변화를 비순차적으로도 알아보기

․0번째 항 탐색하기

Billings(2008)

Blanton과 Kaput

(2011)

Moss 외(2008)

Moss와 McNab

(2011)

Radford(2011)

Warren과 Cooper

(2007, 2008)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

․n번째 항을 형식적으로 또는 비

형식적으로 표현하기

․일반화된 규칙에 따라 먼 순서

에 위치한 항 찾기

․패턴 활동을 위한 특정 용어를 도입하여 지

속적으로 사용하기

(예. 위치번호, 돌출부, 반복 구간, 입력값과

산출값)

․일상 언어를 대수 기호로 전환하기

․새로운 패턴 만들어 보기

․수학적 동치에 대한 이해 확장하기

Beatty(2010)

Moss와 McNab

(2011)

Radford(2011)

Tabach와 Friedlan

der(2008)

Warren과 Cooper

(2007, 2008)

동수누가의 개념으로 곱셈을 도입하였다. 한편 나눗셈

과 비를 지도할 때에는 [그림 4]와 같은 ‘변수표 tables

of values (Warren & Cooper, 2007, p.10)’를 사용하였

다. 반복 패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변수표를 기록하

게 하고, 변수표에 기록된 정보들을 토대로 “■에 대한

□의 비”를 추론해 보는 방식이었다.

반복 수

(No of

Repeats)

□의 수

(No of

□)

■의 수

(No of

■)

전체 수

(Total

Number)

□ 와

■의 비

(Ratio of

□ to ■)

[그림 4] 변수표

[Fig. 4] Table of values (Warren & Cooper, 2007, p.10)

Beatty(2010)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기하적 증가 패

턴을 활용하여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 일차 방정식

도 지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증가 패턴의 변화를 그래

프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지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위치번호와 타일

수의 순서쌍으로 그래프의 점이 정해진다는 것과 0번

째 타일 수가 그래프에서는 y절편이 된다는 것, 증가

패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계수가 그래프의 기울기와

관련된다는 것 등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패턴 활동은 수학적

동치에 의하여 패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곱셈이나 일차 함수와 같은 수학의 다른 내용 영역과

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

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활동이 수학의 다

른 내용 영역과는 어떻게 연계되어있는지도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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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3x+5=4x+2의 지도 사례

[Fig. 5] Case of teaching 3x+5=4x+2

(Beatty, 2010, p.32)

Ⅲ. 패턴 지도방안에 따른 교과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2009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과 차시 중 패턴과 직접적인 연

관이 있는 차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패턴을 지도하는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활동별로 기술하였다.

1.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에 대한 분석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을 학년군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2학년군에서는 1학년 2학기에 도

형으로 이루어진 반복 패턴을, 2학년 2학기에 수로 이

루어진 증가 패턴을 주로 다룬다. 그 중 1학년 2학기

에는 반복 패턴을 다른 모양으로 따라 그리는 활동이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활동은 패턴의 구

조를 분석하는 활동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교과서에서는 패턴의 규칙을 찾은 이후에 제시되

어 있다. 한편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에서 주로

수 배열표를 다루는데, [그림 6]과 같이 특정한 칸들을

색칠하거나 선으로 그은 상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패

턴의 각 항과 구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

다(교육부, 2015c, pp.181-188).

[그림 6] 2-2에 제시된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의 예

[Fig. 6] Example of activities of analyzing the

structure of patterns in 2-2

(교육부, 2015c, p.187)

3학년 2학기에는 6단원의 5, 6차시에서 패턴의 구조

를 분석하는 활동이 제시된다. 먼저 5차시에는 달력에

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뒤, 지정한 날짜와 같은 요

일인 날짜를 모두 찾아 써 보는 활동이 있다(교육부,

2014b, p.189). 이 활동은 달력 속에서 규칙을 모두 찾

은 뒤에 마지막 발문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같은 요일

에 해당하는 날짜들을 파악해 본다는 측면에서 패턴의

구조를 탐색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한편 6차시에

는 포장지에 그려진 보석 수의 규칙을 찾는데, 이때

보석 그림은 1, 4, 9, 16,…의 순서로 증가하는 사각수

형태이다(교육부, 2014b, pp.190-191). 즉 y= 구조의

기하적 증가 패턴을 다루는데,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보석의 수를 세어 표에 기록하는 활동이

제시된다. 반면 보석이 배열된 형태나, 패턴에서 증가

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살펴보

지 않는다.

4학년 1학기에는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비교적 여러 가지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텐트의 수에 따른 못의 수를 그림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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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패턴을 지도하는 세 가지 주요 활동에 따른 교과서 분석

[Table 2] Analysis of textbooks based on three main activities regarding teaching patterns
학년-

학기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동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

1-2

․제시된 반복 패턴을 다른 표현

으로 따라 그리기

․수 배열표에 규칙적으로 특정

칸을 색칠하거나 선으로 그어서

제시하기

․규칙에 따라 빈 칸에 붙임딱지

붙이기

․제시된 규칙에 따라 무늬 색칠하

기

․규칙에 따라 수 배열하기

․수 배열표의 빈 칸 채우기

․패턴의 규칙 말해 보기

․규칙을 만들어 무늬 꾸미기

․규칙을 만들어 수 배열하기

2-2

․달력에서 특정 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들을 찾은 뒤, 며칠마다 반

복되는지 질문하기

․덧셈구구표, 수 배열표, 곱셈구구

표의 빈칸 채우기

․규칙을 만들어 무늬 꾸미기

․규칙을 짝과 이야기하기

․덧셈구구표, 수 배열표,

곱셈구구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 이야기하기

․나만의 규칙으로 덧셈구구표, 수 배

열표, 곱셈구구표 만들기

3-2

․제시된 날짜와 같은 요일의 날

짜 찾기

․포장지 무늬에 그려진 보석의

수를 알아보기

․대응표에 1～4번째 순서에 해당

하는 보석 수를 쓰고, 보석의 수

를 식으로 나타내기

․5～7번째의 보석 수 구하기

․2, 4 다음에 어떤 수가 올 수 있

을지 추측하기

․내가 뽑은 숫자와 친구의 대답을

대응표에 기록하기

․달력에 나타난 규칙을 찾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포장지 무늬에 그려진 보석 수의 규

칙을 글로 쓰기

․친구의 규칙이 무엇일지 추측하여

글이나 식으로 나타내기

4-1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

하여 질문하기

․각 항을 2×(n+1)와 2+2×n으로

분석한 그림과 계산식 제시하기

․패턴의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

기

․1～3번째 각 항을 계산식으로 나

타낸 표를 제시한 뒤, 계산식의

규칙에 따라 4～6번째 항도 계산

식으로 표현해 보기

․6번째～12번째 항 구하기

․패턴의 규칙을 이야기하기

4-2
․그림에서 두 변수에 해당하는

물건의 수를 각각 세어보기

․대응표에 두 변수의 값을 기록하

기

․대응표의 4～7번째 칸 채우기

․두 변수를 각각 □와 △라 할 때, □

와 △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기

․규칙을 활용하여 문제 풀기

(예. 먼 위치의 대응값 구하기)

․주변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기

․식으로 표현된 대응 관계에 해당하

는 생활의 예 찾아보기

6-2 -
․대응표에 y값에 해당하는 변수

값 기록하기

․두 변수의 대응 관계를 x와 y를 사

용한 식으로 나타내기

․두 수의 대응 관계를 활용하여 문제

풀기

내어 그것을 두 가지의 분석 방법으로 제시하거나(교

육부, 2014c, pp.166-167), 쌓아놓은 장작의 패턴을 파

악하기 위하여 어떻게 장작이 쌓여있는가를 탐색하는

발문 등이다. 다만 두 활동 모두 이미 구조가 분석된

그림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패턴의

구조를 분석할 기회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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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와 6학년 2학기에는 주로 수치적 패턴

상황을 제시한 뒤, 두 변수에 대한 정보를 대응표에

기록하는 활동이 강조된다. 반면 패턴의 구조를 분석

하는 활동은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드물게 4학년 2학

기 2차시에 의자의 수와 팔걸이의 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의자와 팔걸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지 각각 세어보자는 발문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교

과서에서는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이 명시적으

로 강조되지는 않으며, 다른 활동들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활동의 양도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년군에 따라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2학년군과 3～4

학년군에서는 공통적으로 Billings(2008)의 주장과 같

이 학생들이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패턴의 구

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2학년군에서는

제시된 패턴을 따라 그려보게 하거나 색깔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해야 할 패턴을 강조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었고, 3～4학년군에서는 패턴의 각 항을

직접 세어보는 활동이 주로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선행연구에서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은 패턴의

일반화를 보다 수월하게 탐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패

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루어지지만, 현행 교

과서에서는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찾은 뒤에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교과서에서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

동이 패턴 일반화를 지도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고려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

동에 대한 분석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학년별군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2학년군에서는 대체로 규칙에 따라 뒤에 이어

질 도형이나 수를 채우는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1학년 2학기에는 규칙에 따라 빈 칸에 붙임딱

지를 붙이거나 무늬를 색칠하는 등의 구체적 조작 활

동들이 주로 제시되었으며,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

기에 수 배열표를 다룰 때에는 수 배열표의 빈 칸을

채우는 활동들이 주로 제시되었다([그림 7] 참조).

즉 1～2학년군에서는 패턴을 하나의 배열로 다루기

때문에 두 변수를 탐색하는 활동이 제시되지 않으며, 수

배열이 몇 씩 커지거나 줄어드는지를 파악하여, 빈 칸에

들어갈 수를 찾는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주로 재귀적(recursive)3)으로 탐색한다고 볼 수 있다.

1-2 (교육부, 2015a, p.191, p.193)

2-2 (교육부, 2015c, p.180)

[그림 7] 1～2학년군에 제시된 패턴에서 두 변수 사

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동의 예

[Fig. 7] Examples of activities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in Grades 1～2

반면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는 패턴에서 두 변

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로 대응표를 사용

한다. 주목할 점은 학년에 따라 제시되는 대응표가 조금

씩 다르다는 점인데 구체적인 예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3학년 2학기에는 표의

가장 위 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독립변수의 순서가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보석 수만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3) Blanton 외(2011)는 패턴을 분석하는 유형을 재귀적 패턴

(recursive pattern)으로 인식하는 경우, 공변적 관계

(covariational relationships)를 파악하여 이해하는 경우,

대응 규칙(correspondence rule)으로 이해하는 경우로 나

누었다. 그 중 재귀적으로 패턴을 인식한다는 의미는 패턴

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공변을 인식하지 못하

고, 원하는 항을 찾기 위하여 이전 항들이 어떻게 변했는

가에 의존하는 유형을 이른다. 예를 들어, 독립변수가 1씩

커질 때, 종속변수가 3씩 커지는 패턴에서, 종속변수가 3

씩 커진다는 규칙을 파악한 뒤, 이후 모든 항들을 ‘더하기

3’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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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부, 2014d, p.179)

6-2 (교육부, 2015f, p.147)

[그림 9] 4-2와 6-2에 주로 제시된 대응표의 예

[Fig. 9] Examples of main function tables in 4-2

and 6-2

반면 4학년 1학기에는 [그림 8]과 같이 표의 왼쪽 끝

에 ‘텐트의 수’와 ‘고정 못의 수’라는 두 변수가 명시되

어 있으며,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텐트의 수’ 행의 칸

일부가 비워져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대응표는 4학

년 2학기 교과서에도 동일하게 제시된다(교육부,

2014d, pp.176-177). 즉 3학년 2학기에는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종속변수(‘보

석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심으로 표를 완성하

는 반면, 4학년부터는 두 변수가 명시된 표를 제시하

고 두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기록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두 수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4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대응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2009 개정 수

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는 4학년에서 ‘규칙과 대응’

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3-2 (교육부, 2014b, p.190)

4-1 (교육부, 2014c p.166)

6-2 (교육부, 2015f, p.139)

[그림 8] 3-2, 4-1, 6-2에 제시된 대응표의 예

[Fig. 8] Examples of function tables in 3-2, 4-1,

and 6-2

한편 6학년 2학기에 제시된 대응표도 4학년과 마찬

가지로 표에 두 변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각각의 변수

옆에 ‘x'와 'y'라는 기호가 제시되고 표의 오른쪽 마지

막 칸이 “……”로 제시된 점이 다르다([그림 8] 참고).

이때 6학년 2학기 대응표에 “……”을 제시한 이유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표에 제시된 특정 사례에만 해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항에도 적용되

는 관계라는 것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학년 2학기와 6학년 2학기 교과서에 주로

제시되어 있는 대응표는 [그림 9]와 같이 두 변수 중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행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

4학년 2학기 대응표와 6학년 2학기 대응표의 차이

는 4학년 2학기에는 3～4번째 항까지의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가 모두 제시된 상태에서 나머지 5～7번째에 해

당하는 종속변수를 구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6학년 2학기에는 독립변수(x에 해당하는 값)가 모
두 제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y
에 해당하는 값)를 첫 번째 항부터 모두 찾아보게 한

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1～2학년군에서는 패턴을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로만 다루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주로

수나 도형으로 이루어진 배열의 일부를 순서대로 채워

보는 활동을 다룬다. 반면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

서는 대응표에 패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표에

제시되지 않은 5～10번째 항을 추론해보는 활동을 통

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이때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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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는 종속변수의 변화에 초점

을 두고 있었으며, 4학년 2학기와 6학년 2학기에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룬다는 차이가

있었다.

3.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

동에 대한 분석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에

대한 학년군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1～2학년군에서는

주로 패턴의 규칙을 이야기해보는 활동과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수를 배열하거나 무늬를 꾸미는 활동, 수

배열표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1학년 2학기에 제시된 활동들은 대체로 반복 패

턴의 규칙을 일상 언어로 말해보거나 제시된 패턴 이

외의 다른 규칙을 정하여 무늬를 배열해 보는 활동이

많은데, 이때 반복 패턴의 규칙은 모양이나 무늬가 어

떤 순서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

져 있다. 반면 임의의 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Warren과 Cooper(2007, 2008)에서와 같이 패턴에서 반

복되는 구간이 무엇이며 반복구간에 따라 항들이 어떠

한 규칙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한편

2학년 2학기에서는 덧셈구구표나 곱셈구구표 등의 다

양한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 말해보거나, 다른 규

칙으로 새로운 수 배열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많은

데, 이때 1학년 2학기와의 차이는 내가 추론한 규칙이

나 내가 만든 규칙에 대하여 ‘짝과 이야기’하는 활동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3～4학년군에서도 1～2학년군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추론하여 말로 표현하는 활동이 매 차시마다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화된 규칙을 수와 식으로도 표현하게 한

다는 차이가 있다. 3학년 2학기에는 삼각수와 사각수

로 표현된 보석 수의 규칙을 다루는데, 해당 차시의

마무리 단계에서 삼각수와 사각수로 표현된 패턴의 규

칙을 비교하여,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패턴이 사실상

동일한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

다(교육부, 2014b, p.191). 또한 ‘규칙 알아맞히기 놀이’

에서는 상대방의 규칙을 추측하여 그것을 글이나 수

또는 식으로 표현해 보게 하고 있다(교육부, 2014b,

pp.192-193).

4학년 1학기에도 3학년 2학기와 마찬가지로 두 변

수 사이의 규칙을 일상 언어로 표현해 보게 한다. 그

중 4학년 1학기에 제시된 y=2×(x+1) 형태의 패턴은 수

치적 패턴과 기하적 패턴을 연결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y=2×(x+1)의 문

제 상황을 수치적 패턴으로 제시하였는데 이후 표에

나타낼 때에는 기하적 패턴으로 제시하였고, 그 기하

적 패턴을 다시 곱셈식으로 표현해 보게 하였다. 나아

가 그 다음에는 이전 활동에서 다룬 패턴과 동일한 패

턴을 다루되, 기하적 패턴의 구조만 변형하여 y=2+2×x

형태로 제시하였고 그것을 다시 혼합계산식으로 표현

하게 하였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4-1에 제시된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의 예

[Fig. 10] Examples of activities to reason about

and to represent the generalized rules in 4-1

4-1 (교육부, 2014c, p.167)

위 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는 y=a×x와 y=x+a 관계까지만 다루도록 하였

음에도, 4학년 1학기 때에 y=a×x+b 형태의 패턴을 다

루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패턴을 통하여 수학적

동치를 다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 활동은 수학적

으로 동일한 구조의 기하적 패턴이 시각적 분석에 따

라 다양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식이 서로 같은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기하적 패턴을 수식

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되기 보다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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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이미 제시된 형태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4학년 2학기에는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 △

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패턴의 규칙을 활

용하여 30번째, 80번째와 같이 비교적 먼 위치에 해당

하는 항을 구하는 활동에 비중을 둔다. 즉 이전까지는

두 수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했던 반면, 4학년 2학기

부터는 □, △를 이용하여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표

현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표현한 후 먼 위치

에 해당하는 항을 묻는 것은 순서의 측면에서 선행연

구와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규칙을

표현하기에 앞서 먼 위치에 해당하는 항을 구해 보는

활동을 하며, 그 이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먼 위치의

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론한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일상 언어나 대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6학년 2학기에는 정비례 상황과 반비례 상황을

파악하여 x와 y에 해당하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

를 식으로 나타낸 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나아가 생활 속에서 정비례 관계를 찾아보는

활동을 주로 다룬다. 4학년 2학기와의 차이점은 □, △

대신 x와 y라는 기호를 변수로 사용한다는 것 뿐 아니

라, 4학년 2학기에는 매 차시마다 대응표에 두 변수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하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

론한 반면, 6학년 2학기에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해당

하는 문제 상황만을 제시한 뒤 바로 두 변수 사이의

일반화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는 점이다.

한편 4학년 2학기와 마찬가지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식을 먼저 도출한 뒤에 먼 위치에 해당하는 항을 묻는

다([그림 11] 참조).

정리하면,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

는 활동은 1～2학년군에서는 규칙을 말로 표현해 보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직접 수나 무늬 등으로 패턴

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주를 이루며, 3～4학년군에서

는 몇 가지 사례에 한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

와 식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4학년 2학기

부터는 기호를 사용하여 두 변수 사이의 일반화된 규

칙을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4학년 2학기에는 □, △

을 사용한 식으로, 6학년 2학기에는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다. 한편 패턴 일반화에 관한 선행연구

와 달리 현행 교과서에서 패턴을 다룰 때에는 가까운

위치에 해당하는 항을 탐색한 뒤에 두 수의 대응 관계

4-2 (교육부, 2014d, p.180)

6-2 (교육부, 2015f, p.141)

[그림 11] 4-2와 6-2에 제시된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의 예

[Fig. 11] Examples of activities to reason about

and to represent the generalized rules in 4-2 and

6-2

를 □, △ 또는 x, y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게 하였

고, 그 식을 활용하여 먼 위치에 해당하는 항을 묻는

순서를 취하고 있었다. Radford(2003, 2010)에 의하면,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찾는 과정에서는 먼저 특정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찾은 뒤 그 규칙이 나머지 모든

항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활동이 필수적이

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관점이 반영되

어 있지 않았다.

4. 수학의 다른 내용 영역간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패턴 활동은 곱셈과 나

눗셈, 비와 비율과 같은 수학의 다른 내용 영역간의

연계가 가능하다(Beatty, 2010; Moss & McNab, 2011;

Warren & Cooper, 2007). 이에 본 장에서는 그러한

연계성의 측면에서 현행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패턴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패턴 활동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는 규칙성 영역의 단원과 차시에서 수학의 다

른 내용 영역과의 연계를 살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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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교과서에서는 패턴

활동과 관련하여 수와 연산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구체

적으로 1학년 2학기에 제시된 수치적 증가 패턴은 0부

터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과 연계되

며, 2학년 2학기에 제시된 덧셈구구표와 곱셈구구표를

활용한 패턴 활동은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감각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4학년 1학기에 제시되

는 수의 변화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혼합계산식

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계산식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

는 활동은 연산감각을 신장하는데 효과적이다. 반면 3

학년 2학기의 경우에는 자료를 표에 정리하는 활동과

기하적 증가 패턴에 대한 정보를 대응표로 나타내는

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표 3] 규칙성 영역과 다른 내용 영역과의 연계

[Table 3] Connecting a pattern content strand with

other content strands
학년

-

학기

단원 활동
다른 내용

영역과의 연계

1-2

6.

규칙

찾기

・수 배열표에서

규칙 찾기

・규칙에 따라

수 배열하기

0과 100까지의

수 개념 이해

하기

2-2

6.

규칙

찾기

・덧셈구구표와
곱셈구구표에

서 규칙 찾기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감각

익히기

3-2

6.

자료의

정리

・기하적 증가

패턴에 대한

정보를 표에

기록하기

자료를 표에

정리하는 활동

익히기

4-1

5.

혼합

계산

・수의 변화를

수식으로 표현

하기

・계산식의 배열

에서 규칙 찾기

・혼합계산식
으로 표현하

기

・연산감각 익

히기

한편 패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칙성 영역 이

외의 단원과 차시에서도 [표 4]와 같이 패턴과 관련된

몇 가지의 활동들을 찾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표 3]과 마찬가지로 [표 4]에서도 수와 연산 영

역과 주로 연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2학년군에 제시된 활동들을 살펴보면, [표

3]과 [표 4]에 유사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4]에서 1학년 2학기 5단원 활

동(교육부, 2015a, p.163, p.169), 2학년 1학기 1단원 활

동(교육부, 2015b, p.35), 2학년 2학기 2단원 활동(교육

부, 2015c, p.68)은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의 규칙

찾기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적 증가 패턴의 활동

과 거의 유사하다([표 3] 참고). 즉 1～2학년군에 제시

되어 있는 패턴 활동들은 대부분 0부터 100까지 수에

대한 개념을 익히거나 덧셈이나 뺄셈에 대한 연산감각

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과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

의 활동이 흡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규칙성 단원 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패턴

관련 활동

[Table 4] Additional pattern-related activities in the

mathematics textbooks
학년

-

학기

단원 활동

1-2

5.

덧셈과

뺄셈

덧셈구구표와 뺄셈구구표를 작성한

뒤, 표에서 규칙을 찾아 말해 보기

2-1

1.

세자리

수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기

와 관련하여, 수 배열표에서의 규칙

찾기

2-2
2. 곱셈

구구

곱셈구구표에서 여러 가지 규칙 찾

기

3-1
2. 평면

도형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이용

하여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

5-2

4.

소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단원의 ‘공부를 잘

했는지 알아봅시다’ 차시에서 함수

기계 모형으로 제시된 두 소수 사이

의 관계를 찾아보기

6-1

1.

각기둥과

각뿔

각기둥과 각뿔의 꼭짓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 사이의 규칙을 식

으로 나타내기

4. 비와

비율

비의 개념을 도입하기 전 대응표를

이용하여 두 수의 사이의 관계 표현

해 보기

3학년 1학기에는 2단원 평면도형에서 도형의 이동

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드는 활동이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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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교육부, 2014a, p.79). 이 활동은 특정한 조각을

이용하여 무늬를 꾸민다는 측면에서 1학년 2학기에 학

습했던 반복 패턴 활동과 유사하지만, 해당 활동은 도

형의 밀기, 돌리기, 뒤집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

를 만들어 보고, 규칙적인 무늬가 도형을 어떻게 이동

하여 만들어진 것인지를 추측해 보는데 초점이 있다.

때문에 패턴 활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두 변수 사이

의 관계나 변화 등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규칙적인

무늬에서 어떤 조각이 반복되고 이동되었는지를 추론

하는 활동은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에서도 반영

할만하다.

5학년 2학기 4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그림 12]

와 같이 함수 기계 모형을 제시하여 두 수 사이의 규

칙을 추론해 보도록 한다(교육부, 2015d, p.132). 함수

기계 모형은 수치적 패턴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빈번

하게 사용되는 모형임에도 패턴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차시에서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

징이다.

[그림 12] 5-2에 제시된 함수 기계 모형

[Fig. 12] Function machine model in 5-2

(교육부, 2015d, p.132)

마지막으로 6학년 1학기에는 1단원과 4단원에서 패

턴과 관련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1단원에서

는 각기둥과 각뿔의 꼭짓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표에 기록한 뒤에 규칙을 찾아 식으로 나타내게

한다(교육부, 2015e, p.29). 4단원 비와 비율 단원에서

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수에 대한 정보를 대응표로 나

타낸 뒤, 그 두 수에 사이의 관계를 나눗셈으로 비교

하여 표현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교육부, 2015e,

pp.100-103), 이 활동을 통하여 현행 교과서에서도

Warren과 Cooper(2007)와 같이 패턴 활동을 통하여

비와 비율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수학의 다른 내용 영역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활동들을 분석한 결과, 현

행 교과서의 패턴 활동들은 주로 수 개념의 이해나 연

산 감각과 같은 수와 연산 영역과 연계되어 다루어지

고 있었으며, 일부 패턴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단원

에서도 패턴과 관련된 몇 가지의 활동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서 패턴은 주

로 규칙성 영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 1～2학년군에 제시된 패턴 과제들은 규칙성 단원

의 내용과 수와 연산에 해당하는 단원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Ⅳ. 시사점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패턴을

지도하는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현행 초등학

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패턴 지도방안을 분

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패턴 지도방안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는 바이다.

첫째, 교과서에서 보다 다양한 맥락과 유형의 패턴

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패턴의 지도방안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과제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는 패턴이 처음 도입

되는 1학년 2학기에만 도형으로 이루어진 반복 패턴을

주로 다루고, 그 이외에 2학년 2학기부터 6학년 2학기

까지는 수로 이루어진 증가 패턴을 중심으로 패턴을

다루고 있었다. 반면 기하적 증가 패턴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하적 증가 패턴은 학생들에게 패

턴 일반화를 지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과제이다. 기

하적 증가 패턴을 통하여 학생들은 두 변수를 직접 조

작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 변수 사이의 공변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Billings, 2008; Moss et

al., 2008; Moss & McNab, 2011), 나아가 초등학생들

이 변수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최지영, 방정숙, 2014). 한편 현행 교과

서에서 다루는 수치적 증가 패턴의 유형도 다소 한정

적이다. 저학년까지는 규칙적인 수의 배열 형태로 다

루고, 4학년 2학기와 6학년 2학기에는 두 변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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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초점을 둔 패턴 과제만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

만 저학년에서 다루는 수치적 증가 패턴도 두 변수 사

이의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함수 기

계 모형을 활용한 과제 등 다양한 맥락의 과제가 제시

된다면 저학년부터 함수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지도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패턴을 지도할 때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

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행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는 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8쪽 참조). 단적으로 현

행 교과서에는 반복되는 항이나 패턴에서 변하는 부분

과 변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발문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교과서에서는 패턴의 구

조를 분석하는 활동이 선행연구와는 달리 패턴의 일반

화된 규칙을 찾은 이후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패턴

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패턴 일반화 능

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Cooper &

Warren, 2011). 이에 학생들이 패턴의 구조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패턴 블록의 색깔과 구조를 의도적으

로 구성하거나 패턴의 구조와 관련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전략(Moss & McNab, 2011)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찾기 전에 패턴의

구조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패턴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

동에서는 학생들이 두 변수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학생

들이 두 변수의 관계를 탐색할 때 주로 대응표를 사용

한다. 대응표는 패턴에서 두 변수가 무엇이며, 두 변수

가 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Blanton & Kaput, 2011). 하지만 현재 교과서에 제시

된 대응표는 대개 독립변수가 이미 기록된 상태로 제

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 변수를 인식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종속변수가 몇 씩 증가하는지를

중심으로 패턴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재귀적 사고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

응표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이 두 변수를 명확히 인식

하고, 두 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신

중하게 지도해야 한다. 규칙 추측하기나 함수 기계 모

형 등을 활용하여 두 변수를 비순차적으로 제시하거나,

위치번호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Moss & McNab,

2011) 등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몇 개의 특정 사례에서 규칙을 찾도록 요

구하기보다 학생들이 여러 사례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통하여 임의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규칙을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는 주로 대응

표에 몇 가지의 사례를 기록한 뒤에 두 변수 사이의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뒤에 50번째와

같이 먼 위치에 해당하는 항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패턴 일반화는 몇 가지 사례에서 발견한 패턴

의 공통적인 규칙이 그 밖에 다른 모든 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Radford, 2003, 2010). 이러한 측면에서 패턴의 일반화

된 규칙을 찾는 과정은 일부 몇 개의 사례에서 추론한

규칙이 그 외의 모든 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

인지를 학생이 검토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

은 맥락으로 몇 개의 한정된 사례에서 추론한 규칙을

이용하여 가까운 항을 찾아보고, 이후 먼 위치의 항을

찾아는 보는 활동을 통하여 임의의 항을 어떻게 표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Moss & McNab,

2011; Radford, 2003, 2010; Warren & Cooper, 2007,

2008). 즉 학생들로 하여금 패턴의 일반화된 규칙을 수

식으로 표현하도록 조급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패턴을

충분히 탐구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일반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패턴의 지속적인 지도를 위하여 패턴 활동

을 다양한 수학 내용들과 연계하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활동을 연계

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패턴은 초등학교 수학 전체

의 단원 중 규칙성 영역에 속하는 4개의 단원을 중심

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즉 초등학교 6년간의 수학

내용 중 비교적 매우 적은 분량으로 패턴을 지도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일부 단원에서만 한정적으로 다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패턴 일반화는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를 촉진하며(Radford, 2010), 체계적인 단

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함수적

사고를 신장하는데 효과적이다(Moss & McNab,

2011). 캐나다와 호주의 교육과정에서패턴과 대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패턴 지도방안에 대한 분석 15

를 하나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매학년마다 지도하는

이유도 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패턴을

통하여 곱셈과 나눗셈, 비의 개념을 도입했던 Warren

과 Cooper(2007, 2008)의 연구와 1차 함수와 그래프를

지도했던 Beatty(2010)의 연구 등을 적극 검토하여, 학

생들이 패턴 활동을 ‘규칙 찾기’와 관련된 개별적이고

특수한 활동으로 경험하기보다는 대수적 활동으로써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

가 있다.

2015년도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최근 차기 교과

서를 개발하는 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초등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패턴 지도방안을 고안하는데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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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eaching Methods of Patterns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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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develop algebraic thinking of elementary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teaching methods of patterns in current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series in terms of three 
main activities related to pattern generalization (i.e., analyzing the structure of pattern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and reasoning and representing the generalized ru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uch activitie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patterns are not explicitly considered in 
the textbooks, whereas thos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in a pattern are emphasized 
throughout all grade levels using function table. The activities to reason and represent the generalized 
rules of patterns are dealt in a way both for lower grade students to use informal representations and for 
upper grade students to employ formal representations with expressions or symb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illustrated that patterns in the textbooks are treated rather as a separate strand than as 
something connected to other content strands. This paper closes with several implications to teach patterns 
in a way to foster early algebraic think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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