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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모델 메소드(model method)를 중심으로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김 은 경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각적 도구로써 모델 메소드가 적용

된다. 그러나 모델 메소드가 실제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

학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에서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고, 교과

서에 적용된 모델 메소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모델 메소드가 적용된 단원 및 차시의 특징, 수와 연산

별 도입 및 적용의 특징을 추출하여 모델 메소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델 메소드는 연산이나 문장제와 관련된 단원과 차시에

적용되고, 자연수, 분수, 소수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연

산의 종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1～2학년에서는 덧셈과 뺄

셈에만 적용하고, 3학년 이후에 곱셈과 나눗셈에 확대 적

용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의 모든 단계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의 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교과서 전체에 일관되고 체계적으

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

최근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 향상과 중등과정에서

도입되는 대수를 학습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감소시키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대수적

사고(algebraic thinking)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수적 사고를 경험하

고 발달시키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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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Carpenter, Franke, & Levi, 2003;

Carraher & Schliemann, 2007).

대수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

반까지는 패턴 활동에 대한 일반화, 연산의 성질 및

수의 구조에 대한 일반화, 양 사이의 관계 표현, 수문

자(alphanumeric) 표기법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되었다(Kieran, Pang, Schifter, & Ng, 2016).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대수적 사고에 대해 좀 더 명확

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수적 사고의 본

질, 과정 그리고 대상이 되는 내용 영역의 특성을 밝

히고자 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다(Kieran et al., 2016).

이러한 연구 중 대수적 사고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 사이의 관계와 구조를 표현하는 것과 관

련하여 러시아-기반 접근법(Davydov 교육과정)과 싱

가포르의 모델 메소드(model method)가 주목을 받으

며 그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Kieran et al., 2016;

Ng & Lee, 2009).

또한, 초등학교에서 추구하는 대수적 사고는 산술과

계산의 유창성을 넘어 수학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ai

& Knuth, 2005). Kieran(2004)의 경우 저학년에서 대

수적 사고의 발달을 위해 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구조에 주목하며 일반화, 문제 해결, 모델링, 정당화 등

특정한 사고 방법의 발달을 강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다. 이와 관련하여, 직사각형 모델을 이용해 문제에 주

어진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모델 메소드가 대수적 사고를 발달하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Ferrucci, Kaur, Carter, &

Yeap, 2008; Ng, 2004; Ng & Lee, 2009).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 발

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관련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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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모델 메소드에 대한 국내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델 메소드가 실제 교

과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그에 따른 특징이 무

엇인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모델 메소드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교과서를 분석하여 모델

메소드가 적용된 영역 및 내용의 특징과 모델 메소드

의 도입과 적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 발

달을 위해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델 메소드의 의미와 구조

모델 메소드는 문장제의 이해와 해결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1980년대 싱가포르 교육부의 초등

수학 프로젝트(Primary Mathematics Project)의 일환

으로 도입되었다(Kho, Yeo, & Fan, 2014; Ministry of

Education, 2009). 직사각형을 활용하여 문제 안에 있

는 정보를 포착하고 수들 사이의 관계와 문제의 구조

를 표현하는 모델 메소드는 여러 연구에서 산술과 대

수 문장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이 언급되었

다(Cai, Lew, Morris, Moyer, Ng, & Schmittau, 2005;

Ferrucci et al., 2008; Ng & Lee, 2009; Ng, 2012). 연

구자에 따라서는 모델 메소드의 모델을 크게 두 가지1)

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Kho et al., 2014), 일반적으로

부분-전체 모델, 비교 모델, 곱셈과 나눗셈 모델 세 가

지2)로 구분하고 각 모델을 다시 문제 상황과 형태에

1) Kho 외(2014)는 모델 메소드의 모델을 부분-전체 모델과

비교 모델로 보고 각각을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비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전체 모델과 비교 모델을 각각 설명하고 이를 묶어

비율 모델이라고 하는데, 비율 모델 역시 부분-전체 모델

과 비교 모델을 기반으로 하므로 모델 메소드를 두 가지

모델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Ferrucci 외(2008)는 모델 메소드를 부분-전체 모델, 비교

모델, 변화 모델로 구분한다. 변화 모델은 문제의 상황이

전, 후로 구분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각각 나타내고 그 사이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산술 모델과 대수 모델로 구분한다(Ng & Lee,

2009)([그림 1] 참고).

산술 모델 대수 모델

부분-전체

모델

비교

모델

 +

=

곱셈과

나눗셈

모델

[그림 1] 모델 메소드의 세 가지 모델(Ng & Lee,
2009, pp. 286～289)
[Fig. 1] Three types of the model method (Ng &
Lee, 2009, pp. 286～289)

Ng와 Lee(2009)에 따르면 부분-전체 모델은 여러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상황을 나타낸다. 부분-전

체의 산술 모델은 와  두 양을 서로 다른 길이의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이 둘을 연결하여 미지의 전체

양 를 나타낸다(+=). 부분-전체의 대수 모델

은 산술 모델과 같은 형태이나 전체와 한 부분의 양이

주어지고 또 다른 부분이 미지의 양이 되어 +=
의 꼴이 된다. 대수 모델에서 미지의 양 는 물음표

가 들어있는 직사각형으로 이는 문자 변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eong, 2002; Ferrucci

et al., 2008; Ng, 2004; Ng & Lee, 2009).

비교 모델은 둘 이상의 양을 비교하여 관계를 나타

낼 때 사용한다. 비교 모델에서도 산술 모델과 대수

모델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술 모델은 두 양

, 와 두 양 사이의 차인 로 이루어진 미지의 전
체 양 를 표현하고(+=), 대수 모델은 주어진

한 양 와 다른 한 양에 해당하는 미지의 양 , 두
양의 차 , 그리고 전체의 양 로 이루어져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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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셈과 나눗셈 모델은 곱셈과 나눗셈뿐만 아니라

분수를 포함한 문제를 나타내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술 모델은 =3, +=로, 대수 모델은
=, +=로 표현되고 이 때 은 와  사
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모델 메소드에서 직사각형의

크기는 수의 크기와 관련되므로 수의 크기 및 수의 부

분-전체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이 발달하도록 도

움을 줄 수 있다(Ng & Lee, 2009).

2.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모델

메소드

가.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은 문제 해결

을 중심으로 ‘개념, 기술, 태도, 메타인지, 과정’의 5가

지 요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수학틀(mathematics

framework)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 [이하 CPDD],

2012). 수학틀의 한 요소인 ‘과정’에는 사고 기술과 발

견술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년별․영역별 학습 내용은

‘단계에 따른 내용 및 학습 경험(Content & Learning

Experiences by Level)’으로 제시하고 있다(CPDD,

2012).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은 2013년부

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3개의 내용 영역과

1개의 과정 영역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고). 기존의

10개의 내용 영역(범자연수, 분수, 소수, 백분율, 비율,

속력, 측정, 기하, 자료 분석, 대수)(CPDD, 2006)이 수

와 대수, 측정과 기하, 통계로 통합되었고, 수학틀의 한

가지 요소로서 제시되었던 ‘과정(수학적 과정)’이 3개

의 내용 영역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영역으로써 명

시적으로 제시되었다. 수학적 과정 영역은 추론 의사

소통 연결(MP1), 적용(MP2), 사고 기술과 발견술

(MP3)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델 메소드와 밀접하

게 연결되는 영역이다.

수와 대수

(Number and

Algebra)

측정과 기하

(Measurement

and Geometry)

통계

(Statistics)

수학적 과정

(Mathematical Processes)

[표 1]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영역(CPDD, 2012,
p. 30)
[Table 1] Strands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in
Singapore (CPDD, 2012, p. 30)

싱가포르의 2012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경험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데 학년에 따라 영역별로 내용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싱가포르의 2012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에 제시된 학년에 따른 내용 및 학습 경험을 일부 발

췌한 것이다. 내용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보여주

는 지표가 된다면, 학습 경험은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

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해 교수 학습이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학년에 따

른 내용 및 학습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표를 살펴보면

학년, 영역과 소영역(sub-strand), 주제, 내용, 학습 경

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는 학년별로 일관성을 가

지고 있다. 학습 경험은 내용 체계 표에 “학생들이 ～을

위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Students should have

opportunities to).”(CPDD, 2012, p. 20)라는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해당 영역에서 교사가 학생들에

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야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그

러나 내용과 학습 경험이 정확하게 일대일로 연결되지

는 않는다.

나.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

학과 교육과정 내용

모델 메소드는 학생들이 학습해야하는 내용이 아니

라 방법에 해당하고, 싱가포르의 2012 초등학교 수학

과 교육과정의 학습 경험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Kho et al., 2014)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

는지를 알기 위해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은 교육과정의 단계에 따른 내용 및 학습 경험

표에서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 학습 경

험만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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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습 경험

초등학교 1학년

수와 대수

소영역: 범자연수

1. 100까지의 수 학생들은 ～을 위한 기회를 가져야한다:

1.1 주어진 집합에서 대상의 수를 말하

며 세기

1.2 수 표기, 표현과 자리값(십의 자리,

일의 자리)

1.3 숫자와 문자로 수를 읽고 쓰기

1.4 둘 또는 그 이상의 집합에서 대상의

수를 비교하기

(중략)

(a) 10까지의 수를 (개념을) 세우고 결합하기 위해 수 결합

(number-bond) 그림을 사용하고 수 이야기를 만들기

(b) 구체적인 대상을 사용하여 그룹으로 하기

- 10의 그룹을 만들고 (20보다 작은)수를 말하기 위해 10부

터 세기

- 10의 그룹을 만들고 (20보다 큰)수를 말하기 위해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 세기

- 세기 전에 대상의 수를 어림하기

(중략)

[표 2] 학년에 따른 내용 및 학습 경험의 예(CPDD, 2012, p. 34)
[Table 2] Examples of content and learning experiences by grade (CPDD, 2012, p. 34)

학습 경험을 살펴본 결과 내용 영역 세 가지 중 수

와 대수 영역, 그 중에서도 연산 부분에 모델 메소드

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모델 메소드

와 관련 지을 수 있는 학습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1)연산의 개념을 나타내고 이해하기 위해, (2)어떠한

연산을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3)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4)의사소통을 할 때 수학적 언

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수학적 과정 영역의 세 가지 하

위 요소(MP1, MP2, MP3)와 연결되는 것으로 학생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고하고 결과를 논리적으로 표

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모델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특이한 점은 학습 경험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직접 언급하고 있음이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2학년의 덧셈과 뺄셈, 3학년의 곱셈과

나눗셈을 보면 연산 개념의 묘사를 위해서는 부분-전

체 모델과 비교 모델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에서는 목적에 따라 각 모델을 구분하여 사용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모습과 교육과정 중 학습 경

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델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과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

으로는 모델 메소드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과서에 구현된 모델 메소드의

모습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

싱가포르의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크게 모델 메소드를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 모델 메소드와 대수적 사고를 연결지어 살

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가. 모델 메소드를 소개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모델 메소드를 소개하고 적용한 연구로는 Cheong(2002),

Kho 외(2014), Ng와 Lee(2009) 등이 있다. 먼저 Ng와

Lee(2009)는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산술과 대수의 문장제 해결이고,

그것을 위해 모델 메소드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며, 14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모델 메소드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고 151명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여 문장제 해결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모델 메소드의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본질이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학생의 문장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

난 모델 메소드의 성공적인 사용과 오류를 분석하여

대수 문장제를 해결하는데 모델 메소드가 주는 도움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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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영역 소영역 주제 학습 경험

2
수와

대수
범자연수 2.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묘사하기 위해 부분-전체 모

델과 비교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

가 결정하고 한 단계(1-step)로 이루어진 문장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그 모델들을 사용하기

• “Ali는 Siti보다 스티커를 30개 더 많이 가지고 있

다”와 같은 비교의 언어를 강화하기 위해 비교 모

델을 사용하기

3
수와

대수

범자연수

2. 덧셈과 뺄셈
•비교 모델을 사용하여 ‘합’과 ‘차’의 용어를 결부시키기

예: “35와 60의 합은 95이고 그들의 차는 25이다”

3. 곱셈과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묘사하기 위해 부분-전체

모델과 비교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연산을 할지

결정하고 한 단계(1-step)로 이루어진 문장제를 해

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그 모델들을 사용하기

• “Ali는 Mary가 가진 돈의 3배를 가지고 있다”처럼

비교의 언어를 강화하기 위해 비교 모델을 사용하기

• ‘실제로 해 보기(act in out)’ 그리고 ‘다이어그램 그

리기’와 같은 발견술을 사용하여 비정형(non-routine)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을 공유하기

분수 1. 동치 분수

•두 동치 분수를 표현하기 위해 분수 원판(fraction

disc) 또는 부분-전체 모델을 사용하고 왜 그들이

같은지 그리고 하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4
수와

대수3)
범자연수 3. 사칙 연산

•사칙연산을 포함하는 문장제를 표현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분-전체 모델과 비교 모델을 사용하기

•다른 발견술을 사용하여 비정형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표 3]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 학습 경험(CPDD, 2012, pp. 34～52)
[Table 3] Learning experiences related to the model method (CPDD, 2012, pp. 34～52)

Kho 외(2014)는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에 제시된 모델 메소드와 그것을 활용한 문장제 해결

을 모델별로 설명하고 모델 메소드가 문장제 해결에서

학생들이 문제의 구조를 보고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

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차 방정식

이나 연립 일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 대수적 방법

이 아닌 모델 메소드를 사용함을 언급하며 모델 메소

3) 수와 대수의 소영역인 분수에 제시된 학습 중에 “양의 분

수의 개념을 묘사하기 위해 그림 모델(pictorial model)을

사용하기(CPDD, 2012, pp. 48)”가 있다. 그림 모델(pictorial

model)을 모델 메소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구현된 모습을 살펴보면 우

리나라 교과서에서 분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영역

모델과 같은 형태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모델과

모델 메소드를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 모델 메소드와 관

련된 학습 경험으로 추출하지 않았다.

드와 대수적 방법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

Cheong(2002)은 앞서 여러 연구들이 모델 메소드가

문장제 해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것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여 문장제를 해결할 때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여, 어려움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요목화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모델 메소드가 도전적인

산술 문장제 해결에 강력한 도구이지만 모델 메소드와

그것의 교수 방법론에 대해 비교적 적은 연구가 이루

어졌음을 언급하며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세 연구 모두 모델 메소드가 문제의 구조나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도전적인 과

제나 문장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임을 강조한다.

모델 메소드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국외에서 이

루어진 연구들로 국내 연구 중에는 모델 메소드와 관

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모델 메소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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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국내 연구로는 장혜원(2009), 정은실(2009), 노희

정(2016) 등이 있다. 초등학교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

나라 역대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싱가포

르,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해

결에 대해 비교한 장혜원(2009)의 연구와 다양한 분수

의 개념을 도입하고 나타내는 것에 대한 한국과 싱가

포르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정은실(2009)의 연구에

서 모델 메소드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모델 메소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

서에 대한 분석에서 소개되는 정도에 그친다. 노희정

(2016)은 싱가포르의 모델 메소드가 학생의 문장제 해

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2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델 메소드를 활용한 문장제

해결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제 해결에 모

델 메소드를 활용하면 문장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

라 문제 이해 단계에서 문제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연

구들의 시사점과 유사하다.

나. 모델 메소드와 대수적 사고의 발달을 연결지어

살펴본 연구

모델 메소드와 대수적 사고의 발달을 연계한 연구

로는 Cai 외(2005), Ferrucci 외(2008), Kieran(2014) 등

이 있다. Cai 외(2005)는 저학년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

발달에 초점을 맞춘 중국,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미

국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간 관점을 비교하였다. 5개 나라의 교

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수적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목표는 유사했으나 그것을 위해 강조하고 접근하는 방

법은 매우 다름을 발견하고 대수적 사고의 발달과 연

계된 4개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술에서

대수적 사고로의 순조로운 전이를 돕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싱가포르의 모델 메소드를 언급하였다.

Ferrucci 외(2008)는 모델 메소드의 세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그것을 활용하여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대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

함으로써 모델 메소드가 수학적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모델 메소드가 문제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나타냄으로

써 추상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구조화된 절차

를 학습하도록 하고, 다양한 단위를 구성하기 편리한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학생의 사고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추측하며 모델과 대수적 표현을 연결함으

로써 대수적 사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eran(2014)은 모델 메소드가 문장제 해결 과정에

서 대수적 방법과 유사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후속 학

년에 나오는 문자 기호로 표현된 대수 방정식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의 전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

는 Cai 외(2005)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

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모델 메소드를 활용

하면 학생들의 문장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문

자 기호적 대수에 접근하지 않고도 대수 문장제를 표

현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메소드의 활용이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산술에서 대수로의 자연스러운 전이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모델 메소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싱가포르의 2012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은 현재 개

발이 진행 중이며 2013년부터 한 개 학년씩 순차적으

로 적용되고, 실행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매년 싱가포

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CPDD, 2012).

2012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은 현재 초등학교 5학

년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

서는 5학년까지만 제공되고, 6학년은 이전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1～4학년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하고, 5～6학년을 1～4학년에서 발전하

여 연속되는 표준 수학(Standard Maths)과 1～4학년

의 중요한 개념과 기술 중 일부를 반복하고 거기에 더

해 표준 수학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 중 일부를 함

께 다루는 기초 수학(Foundation Maths)으로 구분하고

있다(CPDD,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학생

들이 경험하는 공통 교육과정의 1～4학년 교과서를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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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승인

교과서 목록(approved textbook list)에 따르면 현재 승

인되어 있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Discover

Maths’, ‘Targeting Mathematics’, ‘My Pals Are

Here! Maths’, ‘New Syllabus Primary Mathematics’,

‘Shaping Maths’ 5가지이다. 이 중 ‘My Pals Are

Here! Maths’, ‘New Syllabus Primary Mathematics’,

‘Shaping Maths’는 승인 목록에 1～6학년 교과서가 모

두 존재하고, 내용 면에서도 싱가포르 교육부의 승인

을 받은 것이다. 또한 Kho 외(2014)에 따르면, 이 3가

지 교과서 시리즈는 모델 메소드를 적용한 예로 소개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종류의 교과서 중

‘My Pals Are Here! Maths[이하 My Pals]’의 1～4학

년 교과서를 선택하였다(Kheong, Ramakrishnan, &

Choo, 2014a, 2014b, 2015a, 2015b; Kheong,

Ramakrishnan, & Wah, 2013a, 2013b; Kheong, Soon,

& Ramakrishnan, 2016a, 2016b).

2. 분석 기준 및 방법

앞서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

본 결과, 수와 대수 영역 중 연산과 관련된 내용에 모

델 메소드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네 가지 연산을 중심으

로 모델 메소드가 구현된 모습을 살펴보고, 그와 더불

어 수의 종류에 따른 모델 메소드의 적용에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하여 수의 종류도 함께 고려하였

다. 또한 문장제 해결에 모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문장제 해결을 중심으

로 모델 메소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분석 기준에

포함하였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모델 메

소드가 사용된 단원 및 차시 구성의 특징, 수의 종류

및 연산 종류에 따른 모델 메소드의 도입과 적용에 따

른 특징,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적용된 모델 메소드의

특징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표 4] 참고).

분석 기준 내용

단원 및

차시 구성의

특징

- 모델 메소드가 적용된 단원과 차

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특징은 무엇인가?

모델 메소드

도입 및

적용의 특징

- 수와 연산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도입하는가?

- 수와 연산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모델 메소드

활용의 특징

- 문장제 해결 과정(또는 문제 해

결 과정)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

는가?

[표 4] 싱가포르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모델 메
소드 분석 기준
[Table 4] Criteria for analyzing the model method in
Singaporea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Ⅳ.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모델 메소드의 특징

1. 모델 메소드가 적용된 단원 및 차시 구성의

특징

My Pals의 1～4학년 교과서에서 모델 메소드가 적

용된 단원과 차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모델 메

소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과 관련된 단원

또는 차시, 문장제와 관련된 단원 또는 차시에서 구현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칙연산과 관련된 단원과 차

시에서도 연산을 하는 방법 즉,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내용에는 모델 메소드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연산에

대한 문장제일 때만 모델 메소드가 사용된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학기에는 모델 메소드가

사용된 단원이 없고, 1학년 2학기부터 구현된 단원이

나타난다. 1～2학년에서는 사칙연산 중 덧셈과 뺄셈,

그리고 문장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모델 메소드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길이나 부피와 같이 단원 자체는 연산

이나 문장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차시의 내용이 길이의

덧셈에 대한 문장제 해결처럼 덧셈, 뺄셈 문장제와 연

관된 경우에는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고 있다. 2학년 2

학기에서 분수가 도입되는데 자연수의 연산에서처럼

분수의 연산 문장제에도 모델 메소드를 사용한다.

눈에 띄는 점은 1～2학년의 경우 하나의 문장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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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원명 차시

1A - -

1B
11. 40이내의 덧셈 4. 문장제 해결: 덧셈

12. 40이내의 뺄셈 3. 문장제 해결: 뺄셈

2A
4. 문장제: 덧셈과 뺄셈

1. 덧셈과 뺄셈에서 부분-전체 이용하기

2. 집합을 첨가와 제거하기

3. 두 집합을 비교하기

9. 길이 3. 길이의 덧셈과 뺄셈

2B

10. 두 단계 문장제: 덧셈과 뺄셈 1. 두 단계 문장제

11. 무게 4. 무게의 덧셈과 뺄셈

12. 돈 4. 문장제

14. 분수 4.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17. 부피 3. 부피의 덧셈과 뺄셈

3A

4. 문장제: 덧셈과 뺄셈 1. 문장제

5. 6, 7, 8, 9의 곱셈표 7. 곱셈과 나눗셈: 한 단계 문장제

8. 사칙연산을 포함한 문장제 1. 사칙연산을 포함한 두 단계 문장제

3B

9. 돈 3. 문장제

10. 길이, 무게, 부피 5. 문장제

12. 분수 3. 분수의 덧셈과 뺄셈

4A 4. 자연수: 문장제 1. 문장제 해결하기

4B

8. 분수 5. 집합의 분수

9. 분수의 덧셈과 뺄셈 2. 문장제

12. 소수: 문장제　
1. 문장제 해결(1)

2. 문장제 해결(2)

[표 5] 모델 메소드를 활용한 단원과 차시
[Table 5] Units and lessons using the model method

원 또는 차시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함께 제시

되어 있어도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서는 모델 메소드

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의 9단원 길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3차시는 길이의 덧

셈과 뺄셈 문장제, 4차시는 길이의 곱셈과 나눗셈 문

장제로 길이에 대한 연산 문장제를 해결하는 동일한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4차시에서는 모델 메소드를 사용

하지 않는다.

3～4학년에서는 덧셈, 뺄셈에 더하여 곱셈과 나눗셈

의 연산과 문장제에 관련된 단원과 차시에서 모델 메

소드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1～2학년과 동일하게 돈,

길이, 무게, 부피 등의 단원에서도 문장제와 관련된 차

시는 모델 메소드를 볼 수 있다. 모델 메소드가 활용

된 단원과 차시를 살펴본 결과 1～2학년에서는 의도적

으로 덧셈과 뺄셈의 개념과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문장제를 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모델 메소드를 적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델 메소드를 처음 접

하는 학생들에게 모델 메소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연산의 종류를 제

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수의 연산 문장제 뿐만

아니라 분수의 연산 문장제에서도 모델 메소드를 사용

함으로써 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칙연산 문장제를 해

결하기 위해 모델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부분

을 활동별로 살펴보면, 그 차시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하기(Learn)’나 ‘안내된

연습하기(Guided practice)’ 활동에서 주로 볼 수 있다.

1～2학년의 ‘학습하기’ 활동은 차시의 처음에 배울 내

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장(“무게의 덧셈과 뺄셈

이 포함된 문장제 해결”)과 함께 그와 관련된 구체적

조작 활동이나 문장제가 하나 제시된다([그림 2]의 왼

쪽 참고). 그 후에 학습할 내용을 포함한 예제가 제시

되고 모델 메소드를 적용한 해결 과정을 모델과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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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준다. 예제는 [그림 2]의 왼쪽과 같이 해결 과

정에 필요한 모델(“78kg을 나타낸 직사각형에서 12kg

의 직사각형을 제거한 그림”)과 식(“78 - 12 = 66”), 문

장으로 제시된 답(“66kg의 감자가 남았다”)까지 모두

주어져 학생이 직접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때

에 따라 해결 과정의 옆에 검산식이나 문장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생각해 볼 내용이 말풍선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학습하기 안내된 연습하기

(Kheong et al., 2014b, p. 22) (Kheong, et al., 2015a, p. 151)

[그림 2]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고 있는 활동의 예
[Fig. 2] Examples of activities employing the model
method

예제에서 학습한 문장제 해결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제시되는데 [그림 2]의 오른쪽처럼 모

델은 이미 주어져 있고 식을 적을 수 있는 빈칸과

답을 적을 수 있는 부분만 비워져 있는 결과 문장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문제의 내용과 주어진 모델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1～2학년의 ‘학습하기’ 활동이 3학년부터는 ‘학습

하기’와 ‘안내된 연습하기’로 나누어진다. 3～4학년의

‘학습하기’ 활동 역시 예제 문제와 그에 대한 모델,

식, 결과 문장이 제시되어 있어서 주어진 문장제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 모델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림 2]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안내된

연습하기’에는 모델의 직사각형이 나타내는 양(직사

각형 모델에서 “Claire가 가진 스티커의 수”와 “전체

스티커의 수”), 답을 도출하기 위한 식(□ □ =□,

3 units =□, 1 unit =□ ÷ 3 =□), 결과 문장의 답 부

분(“Bryan은 □개의 스티커를 가지고 있다.”)이 빈

칸으로 제시되어 있다. ‘안내된’이라는 말처럼 문제,

모델, 식, 결과 문장의 순으로 과정을 제시하며, 모

델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문장제 해결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활동의 이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4학년

모두 문장제를 모델 메소드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

여주는 예제와 안내에 따라 연습해볼 수 있는 문제

로 구성되어 있고, 예제와 문제의 유형과 수는 같거

나 문제의 수가 조금 더 많아서 학생들이 예제에서 배

웠던 것을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

과서에서 학생들이 직접 모델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

는 없으나 직사각형의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제의 내용을 이해

해서 그것이 어떻게 모델로 표현되는지 탐색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의 일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문장제도 있지만 식의 각 부분이 비워져 있어 학

생들이 스스로 문장제의 내용과 구조, 모델로 표현된

의미를 이해해야 식을 완성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델 메소드를 이용하여 문

장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모델 메소드를 일부 또는 간헐적으로 활용하여 학

습하는 활동은 ‘직접 활동하기(Hands-on activity)’와

‘생각 모자 쓰기(Put your thinking cap)’가 있다. 이

두 활동에는 항상 모델 메소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

지만 때에 따라 모델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활동하기’는 학생들에게 차시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면서 주어진 문장

제를 읽고 모델로 나타내기, 내가 나타낸 모델의 그림

을 이용하여 짝이 문제 해결하기 등 문제를 직접 구성

하고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

다. ‘생각 모자 쓰기’ 활동은 심화된 내용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장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때로 직접적으로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사칙

연산을 포함한 문장제 단원의 생각모자쓰기 활동을 보

면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일차 방정식 문장제(“Ethan

은 Farid의 두 배, Farid는 Joanne보다 30개 적게 망고

를 가지고 있다. 세 명의 망고를 모두 합하면 350개라

고 할 때, Farid는 몇 개를 가지고 있나?”)를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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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로 놓인 연결 큐브로 나타내기

(Kheong et al., 2013b, p. 29)

연결 큐브를 직사각형 모델로 변환하기

(Kheong et al., 2014a, p. 63)

직사각형 모델만으로 나타내기

(Kheong et al., 2014a, p. 66)

[그림 3]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의 도입
[Fig. 3] Introduction of the model method in word problem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of whole numbers

서 모델을 그려 해결해 보라고 하고 있다(Kheong, et

al., 2015a, p. 152). 이 활동의 직전 차시에는 알고 있

는 하나의 양과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문제(“Andy,

Bryan, Claire는 스티커 220개를 가지고 있다. Andy가

Bryan의 두 배를 가지고 있고, Claire가 40개를 가지고

있다면 Bryan은 몇 개를 가지고 있나?”(Kheong, et

al., 2015a, p. 151))를 해결해 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으로는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일차 방정식을 바로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모

델 메소드를 이용하여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모델

메소드는 학생들에게 문제의 구조와 제시된 양 사

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

2. 수와 연산별 모델 메소드의 도입 및 적용

  
My Pals의 1～4학년 교과서에서 모델 메소드가

적용되어 지도되는 단원과 차시의 지도 내용을 살

펴보면 크게 수의 종류와 연산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수, 분수, 소수로 수의 종류를 나

누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연산의 종류를

나누어 모델 메소드의 도입과 적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

1학년 2학기의 40이내 덧셈 단원과 뺄셈 단원을

살펴보면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모델 메소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3]의 첫 번째 그림은 1학년 2학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모델을 보여준다. 가로

로 놓인 녹색과 노란색의 연결 큐브로 두 양(Jawa

와 Liwei가 가진 오렌지 주스의 양)을 나타내고, 해

당 색의 큐브가 어떤 양을 얼마만큼 나타내고 있는

지 표시한다. 이 때 직사각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가로로 놓인 연결 큐브만을 이용하지만 모델 메소드의

직사각형처럼 구하고자 하는 양을 물음표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보면 등호를 제

외한 모든 부분이 빈칸으로 제공된다(□○□ =□). 연

결 큐브로 표현된 두 양 사이의 관계와 물음표에 해당

하는 값을 알기 위해서는 (덧셈과 뺄셈 중) 어떤 연산

이 필요한지 학생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말

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

요한 연산을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2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 문장제 단원에서는 1차시

에 제시된 덧셈과 뺄셈의 각 예제에서 문장제의 내용

을 가로로 놓인 연결 큐브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아

래에 동일한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한

다([그림 3]의 두 번째 그림 참고). 동일한 차시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그림 3]의 세 번째 그림)에서는

문장제의 내용을 직사각형만 이용하여 나타낸다. 구체

물인 연결 큐브를 이용하며 문장제에 나타난 양과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본 후 반구체물인 직사각형 그림

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직사각형의 크기가

양의 크기와 관련 있고 양을 대신하여 나타낸다는 사

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2차시부터는 연결 큐브를

직사각형으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직사각형을 이용한

모델만으로 문장제의 내용과 구조를 표현한다.

1학년 2학기에서 덧셈과 뺄셈의 기본 개념을 학습

했다면 2학년 1학기에는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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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전체 맥락에서의 덧셈

(Kheong et al., 2014b, p. 64)

첨가 맥락에서의 덧셈

(Kheong et al., 2014b, p. 68)

비교 맥락에서의 덧셈

(Kheong et al., 2014b, p. 70)

[그림 4] 덧셈의 의미에 따른 모델 메소드 활용의 예
[Fig. 4] Examples of using the model method according to the meanings of addition

전체, 첨가, 제거, 비교로 세분화하여 각각을 모델 메소

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알려준다([그림 4] 참

고). 부분-전체 맥락의 덧셈([그림 4]의 첫 번째, “사과

가 193개와 76개가 있다면 모두 몇 개인가?”)은 부분-

전체 모델을 사용하여 문제의 구조를 나타내고, 첨가

맥락의 덧셈([그림 4]의 두 번째, “스티커 9개가 있었

는데, 3개를 받고 5개를 샀다면 모두 몇 개인가?”)은

부분-전체 모델을 사용하되 점선으로 된 직사각형과

화살표를 이용하여 첨가하는 양을 표현한다. 비교 맥

락의 덧셈([그림 4]의 세 번째, “동물원에 간 아동은

305명이다. 이는 아쿠아리움에 간 아동보다 278명 적

은 수이다. 아쿠아리움에 간 아동은 몇 명인가?”)은 비

교 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양과 구하려고 하는 양을

위, 아래로 배치하고 차이나는 만큼이 얼마인지 표시

한다. 부분-전체, 제거, 비교 맥락의 뺄셈에서도 덧셈

과 같이 모델의 사용을 각각 보여주는데 모델의 구조

는 덧셈과 동일하다. 다만, 제거 맥락의 뺄셈에서는 제

거하는 양을 나타내기 위해 원래의 양에 해당하는 전

체에서 제거하는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화살표와

실선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모델 메소드 도입을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1

학년 2학기부터 모델 메소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학

년 1학기까지는 예제와 문제에 검산 과정이 함께 제시

된다([그림 4] 첫 번째, 세 번째 그림의 오른쪽 말풍선

부분 참고). 덧셈 문제에서는 2개의 뺄셈식, 뺄셈 문제

에는 1개의 덧셈식으로 검산식을 만들게 하고 그 아래

에 “답이 맞나요?”라는 문장이 있다. 두 양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고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검산 과정이 정

당한지까지 파악할 수 있고, 검산 과정을 통해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학년 1학

기까지 제시되던 검산 과정은 2학년 2학기에서 모델

메소드가 처음 적용된 단원(덧셈과 뺄셈의 두 단계 문

장제)의 첫 번째 예제 문제와 3학년 1학기에서 모델

메소드 및 문제 해결 4단계를 처음 소개하는 단원(덧

셈과 뺄셈의 문장제)에서 한 번씩 나타난 후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제시된 곳은 없다.

길이, 무게, 부피와 같은 측정 속성이나 돈과 관련된

단원의 연산 또는 문장제에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해당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 구성되어

있다. 그곳에 적용된 모델 메소드의 활용과 관련된 내

용은 앞의 연산 단원에서 학습한 모델 메소드의 활용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모델 메소드를 활용

한 문제 해결 과정이 수의 연산뿐만 아니라 측정 속성

의 연산이나 돈의 연산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나.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모델 메소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 모델 메소드를 처음 적용하는

3학년 1학기 5단원에서도 가로로 놓인 연결 큐브로 문

장제의 내용을 나타낸 후 연결 큐브와 같은 크기의 직

사각형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그림 5]

참고). [그림 5]의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모

델을 보면 유사해 보이나 각 모델이 나타내고 있는 의

미는 다르다. 첫 번 째 그림은 한 상자에 6개가 들어

있는 크레파스가 다섯 상자 있을 때 전체의 값을 구하

는 상황으로, 전체의 값이 미지수이고 그 전체는 부분

이 몇 번 반복된 값이다. 두 번째 그림은 조개껍질 35

개를 다섯 상자에 똑같이 담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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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셈에서 연결 큐브를 직사각형

모델로 변환하기

(Kheong, et al., 2015a, p. 109)

나눗셈에서 연결 큐브를 직사각형

모델로 변환하기

(Kheong, et al., 2015a, p. 110)

배의 관계에 있는 두 양을 모델로

표현하기

(Kheong, et al., 2015a, p. 109)

[그림 5]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의 도입
[Fig. 5] Introduction of the model method in word problems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whole numbers

값인 전체를 등분할 한 부분의 값이 미지수이다. 곱셈

과 나눗셈에서 모델 메소드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알

고 있는 부분-전체 모델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 상황

을 제시하고 같은 형태처럼 보이는 모델이지만 구하고

자하는 것에 따라 연산이 다르게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어서 두 양 사이에 배의 관계가 성립할 때는 모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그림 5]의 세 번

째 그림 참고). 한 양이 다른 양의 몇 배인지를 모델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곱셈과 나눗셈 모델을 문

장제에 적용해 본다.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서 모델 메

소드를 모두 적용해 보았으므로 4학년 1학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문장제를 모델 메소드

로 해결하고, 측성 속성의 연산이나 돈의 연산 상황에

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 모델 메소드를 적용한다.

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4)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

분수는 2학년 2학기에 처음 등장하고 분수 연산에

서 모델 메소드의 도입 역시 같은 단원에서 나타난다.

분수의 연산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의 모습을 보면,

분수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와플이나 피자 같은 원 모

양의 물체(또는 분수 원판(fraction disc)5))를 이용하여

분수를 표현한 후 그것을 직사각형 모델로 변환한다

4)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중 4학년 분수 영

역에서 제시된 분수의 연산은 덧셈과 뺄셈이다. 분수의 곱

셉과 나눗셈은 5학년 분수 영역에서 사칙연산의 내용 중

일부로 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My Pals 4학년 교과서에

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만 구성되어 있다.

5)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두 단위 분수

를 표현하고 비교하기 위해 분수 원판(fraction disc)을 사

용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CPDD, 2012, p. 39).

([그림 6]의 왼쪽 그림). 자연수의 연산에서 모델 메소

드를 도입하기 위해 가로로 놓인 연결 큐브를 이용하

여 문제의 구조를 나타낸 후 직사각형으로 변환한 것

과 비슷한 맥락이다. 원 모델로 나타낸 분수의 양을

직사각형을 이용한 모델로 변환한 모습은 분수 막대

(fraction bar)6)와 유사해 보이지만 분수의 덧셈과 뺄

셈 연산에서 나타나는 모델 메소드의 모델을 보면 차

이를 알 수 있다. 분수 막대는 한 분수의 양을 나타내

지만, 모델 메소드의 직사각형은 둘 이상의 분수를 나

타내어 연결되어 있거나(부분-전체 모델) 구해야하는

부분을 물음표로 나타내고 있다.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의 문장제에서 활용된 모델 메소드

([그림 6]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자연수의 연산에 적용된 모델 메소드의 표현

과 같은 형태로 변한다. 즉, 자연수의 연산에서 양 사

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과 분수의 연산에서 양 사

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없다.

6) My Pals 3학년 2학기 분수 단원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

의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분수를 표현한 것을 분수 막대

(fraction bar)라고 지칭하고 있다(Kheong et al., 2015b,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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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모델에서 직사각형

모델로 변환

(Kheong et al., 2014b, p. 90)

직사각형 모델을 이용한

분수의 연산

(Kheong, et al., 2016b, p. 44)

[그림 6] 분수의 연산 문장제에서 나타난 모델 메소드
활용의 예
[Fig. 6] Examples of using the model method in word
problems of fraction

연속량에서의 분수뿐만 아니라 이산량에서의 분수

문장제에도 모델 메소드가 적용된다. [그림 7]의 왼쪽

그림을 보면 한 묶음의 크기가 1인 이산량의 등분할

활동(사과 4개 중 3개= 

)에서 한 묶음의 크기가 2

이상인 경우(사과 12개 중 9개= 

)로 확장된다. 그런

다음 그것을 직사각형 모델로 나타낸다([그림 7]의 오

른쪽 그림 참고). 분수 원판을 직사각형으로 변환시켰

던 것처럼 집합 모델을 직사각형으로 변환시키는 것인

데, 이 과정은 좀 더 점진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오른쪽에서 10개의 오렌지를 다섯 묶음으

로 나누어 한 묶음 안에 2개의 오렌지가 들어있도록

표현한다. 그것을 오렌지 그림 대신 숫자 2가 직사각

형 안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마지막에 하나의 직

사각형이 나타내는 양을 직사각형 밖에 표시하고 다섯

개의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모델 메소드의 부분-

전체 모델 형태로 제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직사각형

하나가 단위량(1 unit)을 나타냄을 강조한다.

하나의 직사각형이 단위량을 나타낸다는 의미는 식

으로 표현한 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7]

의 오른쪽에 제시된 문제는 오렌지 10개 중 

를

Rachel에게 주었다면 Rachel이 가진 오렌지의 수는 얼

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 units =

10, 1 unit = 10 ÷ 5 = 2, 4 unit = 2 × 4 = 8의 단계를 거친

다. 한 단위가 얼마인지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

고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는 나중에 학습할 분

수의 곱셈 또는 나눗셈에서 알고리즘의 일반화 과정과

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연수의 연산뿐만 아니라

연속량의 분수, 이산량의 분수, 영역 모델, 집합 모델

등 수의 종류나 의미와 관계없이 문제의 구조나 양 사

이의 관계를 모델 메소드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줌

으로서 모델 메소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을 학습한다.

집합 모델로 나타내기

(Kheong, et al., 2016b, p. 27)

집합 모델에서 직사각형

모델로 변환

(Kheong, et al., 2016b, p. 27)

[그림 7] 분수의 집합 모델에서 나타난 모델 메소드
활용의 예
[Fig. 7] Examples of using the model method in word
problems of fraction a set

라. 소수의 연산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

4학년 2학기에 도입되는 소수는 소수의 개념, 소수

의 사칙연산 학습을 거쳐 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문

장제 단원에서 모델 메소드가 적용된다.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은 자

연수의 연산에서 적용된 것과 차이가 없다. 부분-전체

모델, 비교 모델, 곱셈과 나눗셈 모델을 문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표현된 모델의 모습도

자연수의 연산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문장

제에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는 과정이 처음임에도 불구

하고 자연수와 분수에서처럼 모델 메소드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나 과정은 없다. 다만, 소수 문장제에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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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해결 과정을 각각의

문제처럼 구분하여 제시하기

(Kheong et al., 2014b, p. 3)

하나의 상황에 두 개의 하위

문제를 제시하기

(Kheong et al., 2014b, p. 4)

하나의 문장제에 이어지는

해결 과정으로 각각 제시하기

(Kheong et al., 2014b, p. 7)

하나의 상황에 두 개의 하위

문제를 한 모델로 나타내기

(Kheong, et al., 2015a, p. 78)

[그림 8] 두 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에 따른 모델 메소드의 활용
[Fig. 8] Using the model method in problem solving with two-step word problems

므로 문제 해결 4단계에 맞춘 과정이 다시 한 번 제시

된다.

3.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델 메소드의 활용

모델 메소드의 준비와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의 문장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단계의 해결 과정만을 필요로 하지만 2학년 2학기부터

는 두 단계의 해결 과정이 필요한 문장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학년 2학기 덧셈과 뺄셈에서의 두 단계 문

장제 단원에는 두 단계의 문장제 해결 과정에서 모델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두 단계를 각각의 문제처럼 따로 제시하

지만 앞의 문제에서 구한 값을 활용하여 뒤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각각 제시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델도 따로

그리고 결과 문장도 두 개있다. [그림 8]의 첫 번째 그

림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주고 전체 학생의

수를 구하는 문제와 전체 학생 중 7명이 떠난 후 남은

학생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각각 제시된다. 따로 제시

된 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의 결과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시되는 형태는 하나의 상황에 두 개의

하위 문제(문제 a, b)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문제이기

는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모델과 결과 문장을 각각 나타낸다. 예를 들어, Fong

씨가 검정 펜 24개를 가지고 있는데, 빨강 펜 12개를

샀더니 Chua보다 14개 더 많아진 상황에서 하위 문제

는 “a. Fong씨가 가진 펜은 모두 몇 개 인가?”, “b.

Chua양이 가진 펜은 몇 개인가?”로 제시된다([그림 8]

의 두 번째 그림 참고). 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전체 모델을 그리고, b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비교

모델을 이용한다.

세 번째 형태는 하위 문제없이 하나의 문장제만 제

시하지만 해결 과정에 따라 모델과 결과 문장은 따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8]의 세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위와 아래에 제시된 모델이 동일하므로

모델을 하나만 그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모델을 각각

제시한다. 모델을 두 번 제시함에 따라 각 모델에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한 개씩만 표시된다. 이처럼 학생

들이 두 단계 문장제를 처음 접하는 2학년 2학기에서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접

근하여 그에 따른 모델 메소드의 활용도 단계별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단계 문장제에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여 해결하

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3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의 문장제 단원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모델

에 두 개의 하위 문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방법이 제시

된다. [그림 8]의 네 번째 그림에는 두 개의 하위 문제

가 있으나 모델은 하나만 있다. 그 전까지는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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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과정의 단계별로 각각 그렸다면, 이 단원에서는

하나의 모델에 하위 문제의 기호를 표시하여 두 개의

정보를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과 해결 과정을 안내한

다. 수의 종류별, 연산 종류별 모델 메소드의 적용에서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연산 과정이 포함된 문제를 해

결함에 있어 모델 메소드를 이용하여 문제의 내용, 양

사이의 관계, 문제의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하

는 과정이 단계적이다.

3학년부터는 모델 메소드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3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의 문장제 단원 처음에서 문제 해결

의 4단계를 제시한다. 문제 해결 계획하기 단계에 “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모델을 그릴 수 있어”라

는 문장과 함께 모델 메소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9]

왼쪽의 2단계). 그리고 4학년 2학기에 제시된 문제 해

결 4단계 속 모델 메소드를 보면([그림 9]의 오른쪽)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3단계)에서 “무엇을 찾아야하

나?”라는 질문과 함께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표현하고,

검산 과정에서 모델을 이용하여 검산식을 세우기도 하

였기 때문에 모델 메소드를 문제 해결의 전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에서 찾

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문제의 이

해),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기 위해(해결 계획 세우기), 문제에서 얻고자 하

는 것을 찾기 위해(실행하기), 구한 답이 맞는지 점검

하기 위해(반성하기) 모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

지 파악하고 모델을 이용하여 표현해 봄으로써 양 사

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의 구조

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연산이 필요한

지 결정한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잘 해결했는지 확

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다.

문제 해결 4단계에 나타난 모델 메소드

(Kheong, et al., 2015a, p. 73) (Kheong, et al., 2016b, p. 123)

[그림 9] 문제 해결 4단계에 드러난 모델 메소드의 역할
[Fig. 9] The role of the model method exposed in the
four steps of problem solving

3학년에서 문제 해결 4단계에 모델 메소드가 어떻

게 활용되는지 학습한 후 제시된 문제에서 식을 적는

부분을 보면 연산 기호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예, □ 

□ =□)도 있고 연산 기호가 비워져 있는 문제(예, □

○□ =□)도 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부터는 모델 메

소드가 적용된 단원과 차시의 모든 문장제에 제시된

식을 적는 부분에는 연산 기호가 비워져 있다(예, □

○□ =□). 연산 기호가 비워져 있다는 것은 학생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산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델 메소드를 이용한 문제 상황의 표

현을 통해 양 사이의 관계와 문제의 구조를 파악함으

로써 연산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모델 메소드가 적용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문장제에 모델과 함께 표현되는 식은 문

장제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델은 문제에 제시된 양을 직사각형을 이용

하여 표현하되 이미 알고 있는 값은 직사각형에 수로

표시하고, 구하려는 값 즉, 미지수는 직사각형에 물음

표로 표시한다. 그러나 식은 모델에 있는 물음표(미지

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뿐, 네모나 문자

를 이용하여 미지수가 포함된 식을 만들지 않는다. 예

를 들어, 3학년 1학기에 “Andy, Bryan, Claire는 스티

커 2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y는 Bryan의 2배를

가지고 있고, Claire는 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Bryan

이 가진 스티커는 몇 개입니까?”라는 문제가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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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의 오른쪽 참고). 이 문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

다면 구해야하는 Bryan의 스티커 수를 □로 놓고 ‘(□

+□ ) +□ + 40 = 22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식은 (제

시된 빈칸을 채워 완성해보면) ‘220 - 40 = 180, 3 units

= 180, 1 unit = 180 ÷ 3 = 60 ’이다. 이처럼 모델 메소드를

이용한 문장제 해결에서 식은 미지수를 찾기 위한 도

구일 뿐, 문제의 구조는 모델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은 복합 연산이 필요한 두 단계 문

장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8]의 첫 번째 그

림을 보면, “남학생 26명과 여학생 19명이 있는 교실에

서 7명의 학생이 나갔다. 남은 학생은 몇 명인가?”라는

상황에서 ‘26 + 19  7 = 38’이라는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학생을 구한 후 다시 나간

학생을 빼도록 ‘26 + 19 = 45, 45  7 = 38’으로 표현되는

모델과 식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델 메

소드를 도입하기 위해 가로로 놓인 연결 큐브를 이용

하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모델 메소드를 도입하기

위해 원 모델(또는 분수 원판)을 사용하여 모델 메소

드에서 직사각형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들

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모델 메소드를 적용

해 나가며 2학년까지는 의도적으로 덧셈과 뺄셈에서만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여 같은 단원 안에 구성된 차시

라 할지라도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는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의 모델

메소드를 이용한 문장제 해결을 학습한 후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사칙연산

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수와 연산 영역의

사칙연산 외에 측정 속성과 돈의 연산과 관련된 문장

제에도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여, 상황에 관계없이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연수의 사칙연

산 문장제에서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

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문제 해결의 4단계에서 모

델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모

델 메소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는 분수,

소수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모델 메소드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싱가포

르는 수와 대수 영역에서 범자연수, 분수, 소수의 연산

과 관련된 문장제 해결에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고 있

으며 길이, 무게, 부피, 돈과 같은 수 이외의 영역에서

도 연산과 문장제를 학습하는 차시에는 모델 메소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 4단계와 연계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모델 메소드를 활용하여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산을 사용

해야하는지 결정하도록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메소드가 대수적 사

고의 발달 및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 시사할 수 있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 종류나 연산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문제

의 구조를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적극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모델을 살펴보

면, 예를 들어 자연수 연산이나 분수 연산에서 다양한

모델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

가포르의 수학 교과서에서도 도형 모델과 집합 모델

등을 활용하여 연산을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

게 그것을 모델 메소드와 연계하여 다시 한 번 표현하

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4학년 2학기의 분수 연산 부

분에서는 자연수의 연산에서 사용했던 모델과 같은 형

태의 모델로 문제 상황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학

생들은 자연수나 분수 문장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동일

한 모델을 적용하여 문제의 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

수학 학습에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긍정적인 역할

을 하기도 하지만 Dreher과 Kuntze(2015)는 학생들이

다중 표현 간의 연결성과 변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

고 있지 못한다면 다중 표현이 학생들의 사고를 방해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교과서에서 다양한 모델

을 사용할 때는 그 모델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거나 공

통성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 발달에 도움

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양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문제의 구조를 파

악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모델을 적용할

때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싱

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덧셈, 뺄셈,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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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학습한 후 모델 메소드라는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문제의 구조를 파악

하고 표현하며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양 사이의 관계

를 알아내고 있다. 또한 모델 메소드를 적용하는데 있

어 자연수, 분수, 소수로 수의 종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의도적으로 덧셈과 뺄셈에만 활용한 후 곱셈과

나눗셈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학년부터 6학

년까지 하나의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의 구조나 양 사

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지는 않다.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여 나타내는 것을 어

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때

의 그림은 도식화된 표현이어야 한다(황현미, 방정숙,

2009). 도식화된 표현을 적용하는데 있어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특정한 상황에 적용된 예로는 내

면화하기 힘들다. 그것이 적용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연습해 볼 수 있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모델 메소드가 활용되는 과정처럼 단계적이

고 확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양 사이의 관계와 그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이해하는 것을 도와 형식적인 대수 개념 없이도 대수

적 아이디어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모델 메소드는 문제 상황을 미지

의 양을 포함한 직사각형 모델로 표현함으로써 문제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미지수가 나타내는 의

미를 단순화하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등과정에서 미지수가 두

개 또는 세 개 있는 일차방정식을 해결하려면 연립일

차방정식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그

림 2]와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직

사각형을 이용하여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어 각 미

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연립일차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모델 메소드로 나타낸 그림은 대수 방정식을 문자

식이 아닌 또 다른 표현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나타내는 양을 수나 기호로 대

체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델 메소드는 문제에 포함

된 연결성을 발견하고 구조를 표현하며 명료화함으로

써 대수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Ferrucci

et al., 2008; Kieran, 2014). Cai, Ng와 Moyer(2011)는

모델 메소드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여 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나타난 조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도 집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초

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문장제 해결 수업에 모델 메소

드를 활용한 노희정(2016)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서 문제 상황을 표현한 모델을 문제 해결 방법의 타당

성을 검증하데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예, 검산

식의 활용과 검산식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모습) 이 과

정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 같은 연산의 성질이나 덧셈

식과 뺄셈식의 관계와 같은 연산 간의 관계를 직관적

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

정을 살펴보고 교과서에 모델 메소드가 활용된 모습을

분석하여 특징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 발달을 위해 우리나라의 초등학

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

용과 중점을 두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

구 결과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

발달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활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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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 Singapore: 
Focused on the Mode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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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method has been known as the main characteristic of Singaporea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the model method 
is employed in the textbooks. In this study, we extracted contents related to the model method 
in the Singaporean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um and then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method applied to the textbooks.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nits and 
lessons where the model method was employed, and explored how it was addressed for what 
purpose according to the numbers and ope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del method was  applied to the units and lessons related to operations and word problems, 
starting from whole numbers through fractions to decimals. The model method was 
systematically applied to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tailored by the grade 
levels. It was also explicitly applied to all stages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escribed the implications of using a main model in the textbooks to 
demonstrate the structure of the given problem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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