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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모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교과서 시범 단원 개발1)2)

                                  

3) 황 혜 정 (조선대학교)✝

조 완 영 (충북대학교)

고 호 경 (아주대학교)

교육부의 교과서 기획과(2014. 4. 17.)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별도의 참고서를 필요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

로 학습이 가능한 시범 교과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가급적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융합형 소재를 수반하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중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의 자율학기제에 맞춰 중학교 1～2학년 중에서 한 개 단

원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팀은 교육부의 교과서 기획과의 지원 및 요청에

따라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다뤄지는 ‘평면도형’, 즉 다각형과 부채꼴 내용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 및 절

차에 따라 교과서 시범 단원을 개발하였다. 우선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의 의미와 일반 모형을 탐색하

고, 이를 토대로 수학 교과에 부합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에 근거하

여 시범 교과서의 단원 체제 및 요소를 선정하여 시범 단원을 개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두 차례에 걸친 서면

검토를 실시하여 시범 단원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끝으로, 본 고에서는 수업 시간에 사범 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하여 해당 역할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2015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비전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개정 방향은 인문학적 상상

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균형 잡힌 인재의 양성이다. 이에 따라 2015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교과 역량의 구현’, ‘학습 부담 경감 추구’,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

적 도구의 활용 강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박경미 외, 2015). 그런데, 교육부의 교과서 기획과(2014. 4. 17.)

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및 시행에 맞춰, 별도의 참고서를 필요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의 시범 단원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때, 시험 단원 교과서에 융합형 소재를 수반하는 내용

이 포함되기를 기대하였으며, 또한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중등

학교의 경우, 수학, 국어, 도덕, 사회, 과학의 5개 교과를 중심으로 중학교의 자율학기제에 맞춰 중학교 1～2학년

중 한 개 단원을 시범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팀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다뤄지는 ‘평면도형’, 즉 다각형과 부채꼴 내용을 선정하여

시범 단원을 개발하였다. 이때 교육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시범 단원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첫째,

교사의 안내 하에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2009 개정에 따른 수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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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은 물론 수학적 과정(mathematical process)을 고려한다. 셋째, 융합형 STEAM 소재가 반영된 본문이

나 문제를 개발한다. 넷째, 국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연구(TIMSS)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영

역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정의적 영역 부문을 반영하여 시범 단원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범 단원의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 내용 및 절차는 우선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에서 제안

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의 의미와 일반 모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 모향을 토대로 중학교 수학 교

과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모형에 근거하여 시범 단원의

체제 및 요소를 선정하여 시범 단원을 개발하였으며, 교과서 집필 및 검토 경험이 풍부한 수학 및 수학교육 전

공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서면 검토를 의뢰하고 집중작업을 통해 시범 단원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끝으로, 본 고에서는 수업 시간에 사범 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교사와 학생으

로 구분하여 해당 역할을 제시하였다.

Ⅱ. 교과서 시범 단원의 체제 마련

1.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의 일반 모형

자기 주도적 학습의 조작적 정의는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 및 유지를 통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설

정하고, 관련 자원을 탐색하며, 학습전략을 선택 및 수행하고,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

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는 학습 유형이다(박소영 외, 2013, p. 33). 또, 자기 주도적 학습 원리가 반영

된 교과서의 구현 방향은 다음과 같다(박소영 외, 2013, p. 33-34). 첫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즉,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교과서이다. 둘

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즉, 스스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제

시해 주는 교과서이다. 셋째, 학습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즉, 학습

욕구를 유발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과서이다. 넷째,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교과서가 필요하다. 즉, 학습에

관한 내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교과서이다.

한편, 박소영 외(2013)의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모형은 [그림 Ⅱ-1]와 같이 교과서에서의 자기 주도

적 학습 구현 방향을 크게 <학습 전략>과 <학습 단계>의 두 축을 두었는데, 첫 번째 축으로 교과서 내용 구성

요소 및 단계별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축으로는 교과서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효과적으

로 구현하기 위한 <학습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다.2) 본 연구에서도 <학습 전략>과 <학습 단계>의 두 축을 기

본적으로 유지하되 수학 교과에 적합한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2)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모형에서의 학습 단계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는 학습자 자신의 이

전 학습 경험을 점검해 보고,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문제를 정의하고 관찰해 보는 활동을 수행

하는 단계, 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는 학습자가 자신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는 학습자가 스스로 수립한 학습 전략을 진행하고, 그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전략적 결과물 모니터링 단계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며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어떻게 완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만든 각종 자료, 성찰일지, 체크

리스트 등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계를 말한다. 한편,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일반 모형의 항목별

세부 내용은 박소형 외(2013)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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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형 (박소영 외, 2013) 수학과 모형 (초안)

교과서의
구성 단계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

분석
항목

항목 내용 삭제
유지

동일 재구성 및 통합

1.

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

가.

동기 부여

및

유지 전략

1-가-1

학습자의 이전 경험과
관련되어 동기를 부여
하는 학습 내용이나 활
동을 제시한다.

1-가-2

1-가-3

나.

메타인지

활성화 전략

1-나-1

1-나-2

1-나-3

다.

내용 구성

전략

1-다-1

1-다-2

1-다-3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수학과 모형 (최종안)

학습 전략
학습 단계 가. 동기 부여 및 유지 전략 나. 메타인지 활성화 전략 다. 내용 구성 전략

1. 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

1-가-A. 학습자의 이전 경험이

나 학습 내용을 토대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문제, 활

동 등)을 제시한다. 1-나-A.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

1-다-A. 학습자의 흥미 및 동

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본 단

원의 학습과 관련된 주요 용어

[그림 Ⅱ-1 ]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모형(박소영 외, 2013, p. 38).

2.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수학 교과서의 모형 마련

본 연구에서의 수학 교과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모형은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일반 모형

(박소형 외, 2013)으로부터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과정은 <표 Ⅱ-1>의 오른쪽 셀 부문과 같으며, 이

로부터 도출된 최종안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1> 수학과 모형(초안) 마련 과정

<표 Ⅱ-2>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수학과 모형(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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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핵심성
취기준

①다각형의성질을이해한다.

②부채꼴의중심각과호의관

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

하여 부채꼴의 넓이와 호

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수95031-1.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수95031-2.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

수95031-3.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

수95032.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

이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

1-가-B. 학습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와 목표 수준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주는 활동을 제시한다.

에 대하여 스스로 이전 학습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

및 개념을 다양한 방식(예, 발

췌, 요약, 개념도 또는 매트릭

스 표,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2. 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

2-가-A. 학습자가 수렴한 학습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나-A.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

과 이전의 경험을 고려하여 스

스로 계획하는 활동을 제시한

다.

2-다-A.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단계별(또는 수준별) 활

동 계획 방법이나 전략을 제공

한다.

3. 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

3-가-A.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나

활동을 제시한다.

3-가-B.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

습 전략에 대한 충분한 예시를

제공한다.

3-나-A.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 활동을 점검하고 성

찰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활동,

평가 문항 등을 제시한다.

3-다-A.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이나 활동을 점검해 보도

록 자기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

을 제공한다.

3-다-B. 양질의 삽화 자료, 다

양한 탐구 활동 사례 및 방법

을 제시한다.

4. 전략적

결과물 모니터링

단계

4-가-A.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제

시한다.

4-가-B.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발

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

다.

4-나-A.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로서, 학습 목표와 자신의

학습 수행도를 비교할 수 있도

록 활동 양식을 제시한다.

4-나-B. 학습자가 본시 학습이

갖는 중요도와 의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활동 또는 평가

문항을 제시한다.

4-다-A. 학습자가 본시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이 향후 실생활

또는 수업 내용에 어떻게 연계

되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한다.

한편, 다음 <표 Ⅱ-3>은 평면도형에 관한 성취기준(변희현 외, 2013)을 제시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수

95031-1’의 성취기준을 포함하되 교육부의 핵심 성취기준의 강조 및 반영 요청에 따라 이를 다른 핵심 성취기준

에 비해 이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다루었다.

<표 Ⅱ-3> 평면도형의 성취기준

3. 수학 교과서 체제 마련을 위한 모형(최종안)

본 연구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수학 교과서 모형에 근거하여 수학 교과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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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모형 (최종안)

교과서의 학습 단계 :

1. 자기 점검

수학 교과서

시범 단원

체제 및 요소 추출하기

(초안)

비고

(예시, 사례)
참고문헌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
분석
항목

항목 내용

가.

동기 부여

및

유지 전략

1-가-A

학습자의 이전 경

험이나 학습 내용

을 토대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

용(문제, 활동 등)

을 제시한다.

자기점검:

목표설정:

학습수행:

결과반성:

1-가-B

자기점검:

목표설정:

학습수행:

결과반성:

나.

메타인지

활성화 전략

1-나-A

자기점검:

목표설정:

학습수행:

결과반성:

다.

내용 구성

전략

1-다-B

자기점검:

목표설정:

학습수행:

결과반성:

(최종안)은 <표 Ⅱ-4>와 같다.

<표 Ⅱ-4> 수학 교과서 체제 마련을 위한 수학과 모형(최종안)

Ⅲ. 교과서 시범 단원의 체제 및 구성

1. 수학 교과서 시범 단원 체제(최종안) 마련

본 연구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수학 교과서 모형(최종안)에 따라 마련된 수학 교과서 체제(최종안)은

<표 Ⅲ-1>과 같다. 이때, 교과서 시범 단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교수․학습 부담을 조정, 감축할 수 있도

록 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 및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또한, 기존의 평가 방법을 개

선하여 자기평가, 모둠평가, 단답형․서술형․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며, 풍부한 참고 자료

와 읽을거리가 포함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 압축형이나 학습 내용만을 감축하려는 시도보다는 가급적 학

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를 가급적 충실시 실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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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학습

전략

교과서 내용 요소 (명칭)
수학과 교과서

모형

대

단

원

자기

점검

•평면도형이 보내는 편지

-편지글 형태로 제시함.

-동기유발 내용 및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제시함.

⇐
1-가-A

•어떻게 연결될까?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이와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제시함.
⇐

1-다-A

1-가-B

중

단

원

자기

점검

•이 정도는 알고 가자!

-학습자 스스로 선수 학습 내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1~2쪽 분량으로 제시함.

⇐ 1-가-B

•나의 학습 계획 세우기

- 선수 학습 내용 점검하기

- 학습 계획, 나의 각오 등에 관해 적어보기

⇐
2-나-A

2-다-A

목표

설정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생각 열기

-상황을 통한 도입(탐구) 활동을 유도함.

-만화, 스토리텔링의 도입 및 전개 가능함.

-자연스럽게 학습목표 관련의 발문을 유도함.

•학습목표

⇐
1-가-B

2-가-A

2-나-B

학습

수행

•상황 및 활동 제시

-개념(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추측, 탐색하여 본 단원 관련의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

‣스스로 내용 정리

-본문 내용(개념, 공식) 이해 및 정리

⇐

3-가-A

3-가-B

3-나-A

3-다-B

‣문제 제시

-기본 문제 ⇐ 3-다-A

•도형으로 바라본 세상

- 중단원마다 수학 관련의 읽기 자료 제시
⇐ 4-가-B

결과

반성

•정리하기

-학생들이 스스로 읽어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요 개념 및 내용을 제시함.

-확인 문제
⇐

3-가-A

4-가-A

4-가-B

•스스로 익히는 연습 문제

-행동 영역(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을 반영하여 평가 문항을 제시함.
⇐

4-가-A

4-나-A

•융합(STEAM) 문제 제시

-중단원마다 실생활 내지 다른 교과와의 융합 문제 제시
4-가-B

•수학 산책

-중단원별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읽기 자료 제시
⇐

4-가-A

4-가-B

4-나-B

대

단

원

결과

반성

•스스로 마무리하는 종합 문제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해당 단원의 내용을 총망라하여 제시함
⇐

4-가-A

4-가-B

•자기평가 ⇐ 4-나-B

<표 Ⅲ-1> 수학 교과서 체제(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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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 평가

-학습자가 자기 관리 및 학습 관리를 체크리스트, 읽기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수행과제

-대단원 검점 및 자기평가 후에, 본 단원 내용과 관련된 open-ended 형식의 과제

제시

4-다-A

단원

명

평면도형

시범 단원 명칭 구성과 특징

대

단

원

평면도형이

보내는 편지

Ÿ본 단원(평면도형)을 공부하기에 앞서, 친근감 있는 편지 형식으로 초등학교
때에 학습하였던 내용을 상기하고, 본 단원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유익

한 정보 등을 알려줌으로써 수학 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어떻게 연결될까?

Ÿ본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에 학습한 내용, 이후에 학습할 내
용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모양을 이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흐름을 보다 친숙하고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중

단

원

(다

각

형,

부

채

꼴)

이 정도는 알고 가자

Ÿ중단원별로
본 단원 학습에 필요한 선행 지식을 상기하고, 학습의 위계를 알 수 있는 문

제를 제시하였음.

나의 학습 계획 세우기

Ÿ중단원별로
학습자 스스로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

형식을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함.

Ÿ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찾아본 내용이나 자료 등이 있으면 이를 간
략히 적어보도록 하고, 자신의 기대나 각오 등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간단

히 자유롭게 써 보도록 함.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생각 열기 :

중단원별로

Ÿ주요 내용에 관한 물음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탐구해 봄으로써 학습 내용의
실마리를 파악하고 학습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함.

학습 목표
Ÿ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바로 학습에 임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다각형이란

무엇일까?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부채꼴은

무엇일까?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Ÿ물음 형식의 탐구 활동을 통하여 본 학습 내용에 관한 학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

Ÿ기존의 교과서의 경우, 간단한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습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어서 본문에 학습 내용(개념 원리, 공식 등)을 모두 제시하였던 방식과 차

별화 하였음.

Ÿ시범 교과서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여 학습자 스스로 단계별 탐구
활동(물음)을 통하여 주요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스스로 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였음.

Ÿ학습자가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문

2. 시범 단원의 구성과 특징

본 연구에서 마련한 ‘평면도형’ 시범 단원의 구성 및 특징은 <표 Ⅲ-2>와 같다. 이러한 구성과 특징 하에 개

발된 교과서 시범 단원은 지면 관계상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표 Ⅳ-1>에 주요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교

과서 시범 단원은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에, 교과서 개발 및 문항 출제의 경험이 풍부한 수학

또는 수학교육 관련 전공자 6명에게 시범 단원(초안)을 검토 의뢰한 후, 수정 보완하였으며, 또 외부 전문가 3명

에게 재검토를 의뢰하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표 Ⅲ-2> 평면도형 시범 단원의 구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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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포함시켜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도형으로 바라본 세상
Ÿ해당 중단원 내용에 관한 간단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학습의 흥미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함.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Ÿ물음 형식의 탐구 활동을 통하여 본 학습 내용에 관한 학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

Ÿ기존의 교과서의 경우에는 간단한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습 흥미를 유발시

키고 이어서 본문에 학습 내용(개념 원리, 공식 등)을 모두 제시하였던 방식

과는 차별화 하였음.

Ÿ시범 교과서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여 학습자 스스로 단계별 탐구
활동(물음)을 통하여 주요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정

리해 보도록 하였음.

Ÿ학습자가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문
제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포함시켜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정리하기

Ÿ본 시범 교과서에서 본문에 주요 학습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한만큼, 중단원별로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앞서 공부하였던 내용을 확실히

다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스스로 익히는

연습 문제

Ÿ중단원별로 주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공하되, 이때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 등과 같은 행동 영역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을 해결해 보고, 해당 중단원의 학습 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함.

융합문제 :

어떤 모양의

타일을

붙일까?

융합문제 :

맨홀뚜껑은

왜 원형일까?

Ÿ최근 강조되고 있는 융합 교육을 반영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재를 문제 상황
으로 다루어 학습자들이 수학과 일상생활(타교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

식하고, 수학 학습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수학산책 :

생활 속의

정오각형의

대각선

피타고라스

와 정오각형

수학산책 :

에라토스테네

스의 지구

둘레 측정

Ÿ중단원별로,
해당 중단원 내용과 관련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학습의 흥미 및 가지를 높

이고자 하였으며, 이때 가급적 장황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대

단

원

스스로 마무리하는

종합 문제

Ÿ선택형과 서술형으로 대단원 학습 내용을 총망라한 다양한 평가 문제들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본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음.

자기평가

Ÿ수학 내용에 관한 인지적(지식) 측면의 평가 이외에,
본 시범 교과서에서는 자기 자신의 학습 습관 및 태도를 체크리스트 형식과

읽기 쓰기 형식을 통해 점검하고 관리하여 향후 보다 개선된 학습을 유도하

고자 하였음.

수행과제

Ÿ해당 단원의 내용에 관한 조작 및 활동 중심의 수행 과제를 제시하되, (대단
원 평가 및 자기 평가에 이어서) 대단원 가장 말미에 제공하여 ‘평가’보다는

하나의 수행 (활동)으로 해당 단원의 학습이 마무리 되도록 하였음.

합계 차시 15차시

Ⅳ. 교과서 시범 단원의 활용 방안

1. 시범 단원 활용을 위한 기본 원리

본 연구에서 마련한 시범 단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교과서의 편집 체제 및 전개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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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백워드(backward design) 설계 모형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계열성과 일관

성을 고려하였다(강현석과 유제순, 2010). 즉,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우선적으로(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단계별 탐구 활동이나 발문에 따라 본문 내용(개념)을 학습자 스스로 깨달아 찾아내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 봄으로써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 후 필요한(관련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

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계형 발문 외에 학습 내용에 부합된 다양한 탐구 내용과 학습의 의미를 연계할 수

있는 활동, 또한 학습자의 흥미나 능력을 고려한 주도적이고 학습 참여 기회를 최대화 하도록 조직하였다. 이 외

에도,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 자신의 기대나 각오, 학습 목표 설계 등 자신

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참고로, 백워드 설계 모형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된다

(강현석과 유제순, 2010);

  1단계: 바라는 결과의 확인((Desired Results)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Assessment Evidence)

  3단계: 학습 경험 계획하기(Learning Plan)

여기서 1단계에서는 설정된 목표와 학생들의 이해 내용 예상되는 오개념, 탐구와 이해，학습의 전이를 유발

시키는 본질적 질문이 있어야 하며, 이 단원의 결과로 학생들이 획득하게 될 핵심 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단계에서는 수행과제나 학생들의 바라는 결과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한 다른 증거, 혹은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자기 평가하고 반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바라는 결

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이 포함될 수 있는 학습 활동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는 백워

드 방식의 가장 전형적인 절차이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단원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범 단원의 내용과 전개 방식은 추후 백워드 방식을 고려한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에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구체화하여 구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지글의 형태를 이용하여 본 단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대단원 도입단계에서 학습 내용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단편적으로 건조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글 형

태를 빌려 서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단원 내용의 필요성 및 동기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

생들의 수학적 가치 인식과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 주제의 연계성, 특성 등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전개 방식

도입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교과서 저자들은 대단원 도입과 소단원 도입, 대단원 마무리 등에서 내용의 산만함

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절히 도입하여 구성하는 예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해결을 통한 선수 학습 내용 강화하기

[이 정도는 알고 가자]의 내용에서는 중단원별로 본 단원 학습에 필요한 선행 지식을 상기하고 학습의 위계

를 알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중단원에 관련된 필수 개념을 점검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전 단계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선수 학습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교과서에서처럼, 준비학습의 형식을 빌려 선수학습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

범 교과서에서는 기존 교과서와는 다르게 보다 필요한 모든 선수 학습 내용을 평가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3) 자신의 학습 계획 세우기

시범교과서에서는 중단원별로 [나의 학습 계획 세우기]를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 형식을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찾아

본 내용이나 자료 등이 있으면 이를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고, 자신의 기대나 각오 등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황 혜 정ㆍ조 완 영ㆍ고 호 경340

교과서 구성 교사와 학생의 역할

•단원명과 배경화면 【교사의 역할】

최근에 야구 경기와 관련하여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류현진 선수의 호투 내용을 소개하면서 “야구장과 평면

도형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정도의 가벼운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수학과 실생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의 역할】

교사의 질문을 음미하며 야구장과 평면도형 사이의 관

계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해 본

다.

간단히 자유롭게 써 보도록 하였다. 이는 강화인지 관리(reinforcer management)와 같은 고전적인 행동관리 기

법에서 벗어나 자기관리 기법(self-management technique)의 예를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스스로

변화시킬 행동이나 새롭게 습득해야 할 행동을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목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자기 성취를 하도록 격려하는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 자기 교시(self-instruction)나 자기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학습

플래너 등을 통해 대상 학생의 특성에 맞게 목표 행동을 인식 또는 구별하거나 목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체계

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자기 평가지를 개발할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준거를 활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다.

4) 스스로 주요 학습 내용을 인식하고 정리하기

시범 교과서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여 학습자 스스로 단계별 탐구 활동(물음)을 통하여 주요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스스로 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교과서에서처럼 간단한 탐구 활동

을 통하여 학습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어서 본문에 학습 내용과 요약(정리)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의 접근을 추구한 것이다.

5) 주제 중심의 통합형으로 내용 및 문제 등을 전개하기

소단원이 아닌 중단원별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주제 중심의 통합형으로 학습을 이끌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

형적인 문항에 대한 예제와 유제풀이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적용력을 키우기 위해 주

어진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 또는 보완하고 적절한 전략이나 사고 과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문제해결에서 얻은 결과와 사용된 전략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암기식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문제해결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 시범 단원의 활용 방안

수업 시간에 시범 단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하여 해당 역할을 제시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교사와 학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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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형이 보내는 편지 【교사의 역할】

• 학생들에게 평면도형이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게 한

후, 본 단원의 융합 문제에서 다루게 될 “맨홀 뚜껑은

평면도형과 어떤 관련이 있나?”와 같은 질문을 한다.

• 본 단원의 학습을 모두 마친 후, 학생들 각자 평면

도형에게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을 권장해 본다.

【학생의 역할】

•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교사

의 질문에 따라) 평면도형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어떻게 연결될까? 【교사의 역할】

•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나무 뿌리로, 본 단원에서 공

부할 내용을 나무 가지로, 이후에 학습할 내용을 나무

잎으로 표현한 그림을 학생들 이 숙지하여 내용의 흐름

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역할】

• 나무 모양 그림을 통해 본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에 학습한 내용, 이후에 학습할 내용을

파악한다.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교사의 역할】

• 학생들에게 선수 학습 내용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

보게 함으로써 이전 단계의 학습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

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역할】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자신의 학습 정도를 확

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한다.

•나의 학습 계획 세우기 【교사의 역할】

•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

식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미리 찾아본 내용이나 읽

은 책,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기대나 각오 등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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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역할】

• 체크리스트 형식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미리 찾아본 내용이나 읽

은 책,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기대나 각오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생각열기 【교사의 역할】

• 본 단원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학생들

에게 ‘생각열기’에 제시된 질문을 읽고 이를 해결해 보

게 함으로써, 본 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음미해 보도록 한다.

【학생의 역할】• 생각열기에 제시된 질문을 읽고 이

를 해결해 보면서, 앞으로 본 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내

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학습 목표 【교사의 역할】

• 학생들 수준과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지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토대로 학습목표를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읽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학습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역할】

• 학습 목표를 읽어 보고 앞으로 학습할 내용이 무엇

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탐구활동 및 정리, 문제 【교사의 역할】

• 탐구활동을 통해 본래의 학습 내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답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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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개별 학습이나 협력 학습

을 통해 탐구활동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하고,

전체 토론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정리하도록 한

다. 이 때, 교사는 주도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추론이나 의사

소통에 관한 문제의 경우, 각자 또는 조별로 이를 해결

한 후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정

리한다.

• 이때, 직관적 이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형식화

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였을 때 형식화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의 역할】

• 개별 학습이나 협력 학습을 통해 탐구 활동과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 태도와 자세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발표와 토

론 활동을 통하여 해당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도형으로 바라본 세상 【교사의 역할】

• 학생들에게 도형에 관한 자료를 읽어보게 하고, 관

련된 내용을 교사가 더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게 하여 수학 학습에의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역할】• 자료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학습하

고 있는 내용이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좀더 아는 것이 있다면 발표를 통

해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공유한다.

•정리하기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 학생들에게 스스로 읽어 보게 하면서 주요 학습 내

용을 상기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각자 문제를 풀어보면

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학생의 역할】• ‘스스로 정리하기’ 부분을 읽고 확

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확실히 다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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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익히는 연습 문제 【교사의 역할】

• 학생들에게 중단원별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하여 해

당 중단원의 학습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전략에 대해 질문한다.

【학생의 역할】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생각하면

서 문제를 해결한다.

•융합문제 【교사의 역할】

• 내용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수학이 일상 생활(타교

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개별 학

습이나 협력 학습을 통해 융합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토론을 통하여 정리한다.

【학생의 역할】

• 수학과 일상생활(타교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토론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수학산책 【교사의 역할】

•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료를 읽어보게 하고, 이 자료

의 내용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의 역할】

• 스스로 읽으면서 읽기 자료의 내용과 지금까지 학습

한 내용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본다.

•스스로 마무리하는 종합 문제 【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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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단원의 학습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대단원에 해

당하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게 하여 단원의 학습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전략에

대해 질문한다.

【학생의 역할】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생각하면

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평가 【교사의 역할】

• 체크리스트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학습

습관 및 태도를 점검하고 향후 학습에서는 더 좋은 모

습을 보일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한다.

【학생의 역할】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의 학습 습관 및 태도

를 스스로 점검해본다.

•모둠활동 【교사의 역할】

•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개별 또는

조별로 과제를 해결해 보게 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시

간을 주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학생의 역할】

• 교사의 설명을 통하여 테셀레이션의 의미를 이해하

고, 수행과제를 개별 또는 조별로 해결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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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ample chapter of mathematics textbook at the first middle school 
according to the model of supporting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is a learning strategy to 
develop learner's ability to solve unstructured problems by himself or herself. Basically, the textbook should included 
learning objectives distinctively. Second textbook should consist of some appropriate method for learners to learn 
content. Third, it suggests some plans to utilize learning strategies of this model effectively when authors or developers 
develop textbooks in future. Based on those condition, it is also requested that the sample chapter of the textbook be 
develop in order to study interestingly as well as to implement self-directed study, and content materials using mixed 
diverse subjects would be included in the chapter. Furthermore, the sample chapter which is suitable to the semester of 
managing self-directed learning middle school would be developed.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the 'Plane shapes' 
was selected dealt with in the first middle school. The sample chapter is developed at first by the researchers and then 
revised and completed through the checking from the professionalists tw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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