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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융합의 관점에서 분류하기 지도방안 고찰*

김 유 경 (상촌초등학교)

분류하기는 초등학교 수학, 과학, 국어, 통합교과의 교

육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학과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

초 과정으로서 별도의 단원에서 지도되고 있다. 이에 여러

교과에서 분류하기를 지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수

학과의 맥락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준 이외에

상세한 관찰, 조사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류 기준을 찾

을 필요가 있으며, 분류의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도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교과 공통의 핵심개념, 탐구기능

을 중심으로 한 교과 연계․융합수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

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I. 서론

인공지능,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의 발달과 현

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산출물

을 만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사회적인 요구는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OECD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21세기 학습자에

게 필요한 역량(21st century skills and competences

for new millennium learners)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EU 소속 국가들도 평생 학습자를 위한 핵심

역량(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을 함양하

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Voogt & Roblin, 2012).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선정하고 바른 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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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5a). 또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신장시키고자 교

수․학습 방법으로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하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교과별로 핵심 개념(big idea),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

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별 교과의 지식의 습득이 아

니라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역량의 함양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과적인 교과 체제에 익숙한 상황에서 융

합 수업의 설계 및 실행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실생활 주제, 사회적 이슈를 중심

으로 한 통합은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학습을 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교과에서 학습해야 하는 학

문적인 지식을 포함하지 못한 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이경진, 김경자, 2013; Grossman,

Wineburg, & Beers, 2000), 일부 교과의 경우 도구적

인 측면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며 억지로 교과를 끼어

맞추는 형태로 행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주

미경, 문종은, 송륜진, 2012). 이에 교과 영역을 가로지

르는 간학문적 핵심지식, 다른 학습으로의 전이성이

큰 핵심 개념(big idea), 일반화, 탐구 기능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경, 이지영, 2017; 이경진, 김경자, 2013; Wiggins

& McTighe, 2005).

한편, 분류하기는 여러 교과에서 강조하는 개념 및

기능 중의 하나이다. 범교과적인 측면에서 정보처리

역량과 관련하여 한 주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같은

유형끼리 구분하여 정리하는 분류하기는 학습하는 방

법으로서 여러 교과 학습의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분류한 자료에 대해 해석하고 예측하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도 관련된다(교육부, 2015b). 교과의 측면에서도 초등

과학과의 경우, 기초탐구과정 중의 하나로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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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물의 분류 등을 통해 분류하기를 학습하고 있

다(교육부, 2015c). 수학과에서도 도형 분류하기 활동

을 하며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1～2학년군에서는 통계

의 주요 과정으로서 분류하기를 가르치고 있다(교육부,

2015b). 이 밖에 통합 교과, 국어 교과에서도 학습할

주요 기능으로서 무리 짓기, 분류 범주화하기를 제시

하고 있다(교육부, 2015d; 2015e). 즉 분류하기는 범교

과적 학습을 위한 기능으로서 학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학습 개념으로 지도되고 있다. 이는

교과 간의 연계성이 높은 핵심 개념, 일반화, 탐구 기

능을 중심으로 융합 수업을 설계하는데 있어 분류하기

가 융합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특히 수학과에서

는 분류하기 단원이 존재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융합적 관점을 반영하여 지도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융합적 관점에서 분류하기 지도 방

안을 고찰하기 위해 각 교과에서는 분류하기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수학과의 분류하기 단

원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핵심 개념 및 탐구 기능을 중심으

로 융합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교과 융합의 방식

여러 교과를 융합하는데 있어 무엇을 중심으로 어

떻게 융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교과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Drake(2007)에 따라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 간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탈학문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여러 연구

에서(예, 김진수(2011) 큐빅 모형, 김성원 외(2012)

Ewha-STEAM 모형) 융합의 한 축으로 설명하고 있

다. 다학문적 접근은 한 학문을 축으로 주위에 다른

학문을 배치하여 축에 있는 학문과 다른 학문들이 연

계하는 방식을 취한다(김성원 외, 2012). 이는 하나의

교과가 중심이 되고 다른 교과는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가장 소극적인 융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가을철 날씨와 날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학습하는 과학 수업에서 가을길 노래를 부르며

수업을 시작하거나 가을을 떠올릴 수 있는 햇곡식, 햇

과일, 추석 등 사회과 학습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가을 길에 대해 학습하는 음악 수

업에서도 리듬, 가락, 박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만, 사회, 과학적인 학습이 부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는 교과간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서 학습자들은 한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의 내용과 연결지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간학문적 접근은 교과 간의 공통된 연결 고

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과를 재구성

한다. 예를 들어 갈등, 변화, 상호 의존, 시스템과 같이

개념이지만 적용 범위가 넓은 간학문적인 개념을 중심

으로 교과의 내용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비판적 사고기

능, 특정 탐구 기술 등을 공통분모로 하여 여러 교과

의 지식과 기능을 재조직하기도 한다(이경진, 김경자,

2013). 박만구 외(2015)에서는 ‘지속 가능한 삶, 환경’이

라는 주제로 물과 인간의 삶의 관련성을 수학, 사회,

과학, 실과의 간학문적 활동으로 수학 교과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물 부족이라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 환경 보전, 물 사랑을 실천하는 과학, 실과의

내용과 표와 그래프를 통해 통계적으로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수학과의 내용을 융합하였다. 이에 간학문적

접근에서는 교과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게 된다(강

충열, 2011).

마지막으로 탈학문적 접근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

는 주제나 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박만구 외(2015)에서는 탈학문적 접근으로 ‘건강한 삶,

건강’이라는 주제에서 건강의 문제를 과학적 지식인

비만이나 숙면 시간, 칼로리, 체육과의 운동과 수학과

의 비와 비율의 문제와 연계하여 해결하도록 구성하였

다. 하지만 각 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간학문

적인 접근과는 달리 탈학문적인 접근에서는 각 교과의

정체성이 학생들의 경험의 통합을 위해 완전히 사라지

게 된다(강충열, 2011). 즉 여러 교과의 지식을 활용하

여 생활 속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교

과 수업의 확장, 창의적 체험활동 형태로 행해지고 있

다.

둘째, 무엇을 중심으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에 대한 것으로 김진수(2011)의 큐빅 모형에서는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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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로 활동, 주제, 문제, 탐구, 흥미, 경험, 기능, 개

념, 원리로 제시하였고, 김성원 외(2012)에서는 이를

유목화하여 개념(concepts)/탐구과정(inquiry process),

문제/현상, 체험활동,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개념/탐

구과정의 경우, ‘비율’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 수학, 기

술, 미술 등을 융합하거나 ‘모델링’과 같은 탐구과정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 수학 등을 융합해 볼 수 있다.

문제/현상의 경우도 해결해야 하는 생활 속의 문제나

과학·기술·공학·예술적 현상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서로 융합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은 ‘한옥체험’과 같이

한옥에 대해 탐색해보는 과정 속에 과학, 예술, 기술

등의 여러 학문이 융합될 수 있다. 즉 개념/탐구과정의

경우, 각 교과의 학습을 융합적으로 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문제/현상은 각 교과에서 학습한 개념을 좀

더 융합적인 맥락에서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체

험활동은 학교 밖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배운 교

과 내용과 학생들의 생활, 삶을 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대로 융합 수업의 양상을 조

사하거나 교과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진과 김경자(2013)는 사이

언스올에 탑재된 STEAM 리더스쿨의 수업 계획안들

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첫째, 융합의 중심은 1～2학년의 경우 단

연 주제가 가장 많았고 3～6학년에서는 한 개 교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1～2학

년의 경우 주제 중심 통합 교과서를 사용하고, 3～6학

년은 분과적인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2학년의 주제들은 과일, 동물, 가

을, 나의 몸과 같은 상식적인 수준의 주제들이어서 심

층적인 이해보다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정보를 피

상적으로 알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3～6학년 융

합 수업안도 맥락 의존적이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

실히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교과 통합의

방식은 퓨전 접근이나 다학문적 접근으로 주제나 개념,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나 적용보다는 각 교과를

인위적으로 연결시키고 한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 다른 교과의 개념이나 기능이 도구적으로 사용되

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단순 연결이 아니라 교육과정

을 풀고(unpacking) 다시 묶는(mapping) 과정을 통해

간학문적 지식을 융합의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

며 각 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개념이나 탐구 기능을 심

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다.

한편, 권점례 외(2017)에서는 교과 연계·융합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 ‘주제 기반

설계 모형’, ‘변형 모형’을 구안하고 이에 따라 개발된

융합 수업 및 평가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은 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핵심개념,

내용요소, 학습요소, 성취기준 등)을 핵심어로 추출하

고 공통적인 핵심어를 갖는 교과의 성취기준을 중심으

로 주제(상황)를 선정하여 연계·융합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모형이고,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은 학생들에게 의

미가 있는 주제를 먼저 선정한 후 교육과정 분석을 통

해 연계·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형이다. 변형 모

형은 두 가지 모형을 변형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이외에 학생들의 활동이나 참여를 조장하고 산출

물을 도출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이는 교과 연계·융합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주제를 포

함하고 있고, 각 교과 교육과정에 기반 하여 설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핵심어 추출은 융합

의 첫 단계로서 융합 가능한 핵심 개념(big idea)이 무

엇인지를 제시해 주지만, 교과 융합적인 관점에서 핵

심 개념에 대한 지도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교육과정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융합 수업들

이 대체로 맥락 의존적인 측면이 있으며 각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한 지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도 핵심 개념별로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측면

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분

류하기와 관련하여 각 교과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풀

고(unpacking), 다시 묶는 과정(mapping)을 통해 융합

적 관점에서 분류하기 지도 방안 및 융합 수업을 설계

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교육과정,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분석

1. 교육과정에 제시된 분류하기

우선 총론에서는 분류하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

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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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학년 영역 핵심개념 분류 관련 학습내용 기능

수학

1～6 도형
평면도형

입체도형

-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평면도

형 분류하기

-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입체도

형 분류하기

분류하기

1～2
자료와

가능성

자료 처리

-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개수세기

- 기준에 따른 결과 말하기

- 분류한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나

타내기
분류하기

가능성
- 사건이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분

류하고 체계화하기

과학

3～6
물질의

성질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 물질의 성질 분류

- 용액의 분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3～4

생명의

연속성

진화와

다양성

- 특징에 따른 동물 분류

- 특징에 따른 식물 분류

통합(슬

기로운

생활)

1～2
여름 우리 동네

- 동네사람들의 일, 직업 무리 짓기

- 여름 동식물 무리 짓기 무리 짓기

겨울 겨울맞이 - 쓰임에 따라 생활도구 무리 짓기

국어 3～4 문법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활용
분류 범주화

하기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분류하기 내용

[Table 1] The information on the classification presented in the 2015 revision curriculum

한다.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관심

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초등학교 교과로서

국어과의 자료․정보활용 역량, 사회과의 정보활용 역

량, 수학과의 정보처리 역량, 영어와 통합교과의 지식

정보처리 역량과 관련된다.

한편,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에서 ‘분류’, ‘범주화’,

‘무리 짓기’ 등의 용어를 검색하여 추출된 내용을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교육부, 2015b; 2015c; 2015d;

2015e). 수학과에서는 도형 영역에서 주변의 모양을 여

러 가지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도형에 대해 고유한 성질을 학습하는 것을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한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도 통계의

주요 활동으로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도형 영역과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학습해야 할 주요 기능으로서 분류하기를 제시하고 있

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의 평면도형

과 입체도형을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분

류된 도형들의 개념 및 성질에 대해 학습하기,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개수 세기, 분류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

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게 나타내고 해석하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과학과는 기초탐구과정으로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통합탐구과정으로 문제 인

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

화를 강조한다(교육부, 2015c). 이에 분류하기는 기초

탐구과정에 포함되나, 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통합탐구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생물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을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는 동·식물의 특징 분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도 물질의 성질에 따른 분류, 상태에 따른 분류(고체,

액체, 기체), 지층․퇴적암․화석의 분류, 색․냄새․투

명도의 측면에서 용액 분류하기를 학습 내용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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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교육부, 2015c).

통합 교과의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관찰하기, 무리

짓기, 조사하기, 예상하기, 관계망 그리기를 기능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하는 일 무리 짓기, 생활도구를 쓰임에 따라 무리 짓

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d).

국어과는 문법 영역에서 분류 범주화하기 기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낱말 분류하기(기본형,

모양이 바뀌는 낱말,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 낱말

의 의미 관계 이해하기(비슷한 말, 반대말, 상 하위어)

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e).

2. 교과서에 제시된 분류하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교과는 수학, 과학, 통합 교과(슬기로운 생활),

국어로, 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수학과에서는 분류하기가 다른 개념을 학습하는 과

정에서 함께 학습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주요 학습 내

용으로서 지도된다. 우선 도형 영역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개념, 성질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분류가

이루어진다. 직관적인 비교를 통해 서로 유사한 모양

끼리 구분짓고 각 항목별로 이름 지으며 그리기 및 성

질 탐색이 이루어진다. 즉 도형에 대한 정의 및 성질

탐구를 위해서 분류하기 기능이 학습된다. 또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림 1]처럼 전체적인

모양에서 [그림 2]와 같이 도형의 구성 요소인 변·각의

개수, 길이, 크기, 평행 수직의 관계와 같은 세부적인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진다. 즉 직관적인 인지에서 분

석적인 관찰에 의한 탐구로 발전되고 있다.

* 1～2학년, 3～4학년 1학기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정된 교과서를 분석하였고(교육부, 2017a; 2017b;

2017c; 2018a; 2018b), 3～4학년 2학기, 5～6학년 교과서

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하였다(교육

부, 2014a; 2014b; 2015f). 이는 아직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출판되기 이전이며 분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

용 요소가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특별히 삭제되거나 추

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1] 직관적 인지를 통한 분류 (수학 3-1, p.31)

[Fig. 1] Classification by intuitive perception

(Mathematics 3-1, p. 31)

[그림 2] 분석적인 관찰을 통한 분류 (수학 4-2,

p.97)

[Fig. 2] Classification by analytical observation

(Mathematics 4-2, p.97)

분류 자체를 학습하는 2학년 분류하기 단원의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에서는 옷, 신발 등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분류 및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2차시에서는 예쁜 것, 예쁘지 않은 것과 같은 주

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필요함을 가르

친다. 3차시에서는 색깔, 모양과 같이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에 따른 분류가 행해지는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후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블록을 분류

해 본다. 4차시에서는 빨간색이면서 눈이 두 개인 것

과 같이 분류 기준에 맞는 우즐 카드를 찾는 놀이 활

동을 실시한다. 이는 우즐 카드의 모양, 색깔, 털의 유

무, 구멍의 수 등 세부적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

하는 카드를 찾아야하기에 분석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5차시에서는 동물 그림과 속성블록을 분류하고 분류된

항목별로 수를 세는 학습을 실시한다. 6차시에서는 분

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를 하고 수를 세며 결과를 말하

는 일련의 통계적 활동을 실시한다. 7차시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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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했는지 알아보는 단원 평가가 행해지며, 8차시는

규칙성과 연계하여 나만의 팔찌를 만들어 보는 차시이

다. 즉 중심 차시인 2, 3, 5, 6 차시의 내용은 분류 기

준 설정, 분류하기, 분류 후 세기, 세기 후 결과 분석으

로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양적인 통계 활동의

기초로서 분류하기가 학습되고 있다. 이후, 3학년 이상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자료 자체의 특징에 따른

분류보다는 지역별 축구동호회 수와 같이 자료와 관련

된 주변적인 요소에 따라 자료가 분류 정리되며, 분류

된 자료를 그래프로 그리고 해석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시 학습 내용

1차시
[단원 도입] 실생활에서 분류가 필요한 상

황 제시

2차시 분명한 분류 기준의 필요성

3차시
정해진 기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

류하기

4차시 [놀이수학] 분류 기준에 맞는 카드 찾기

5차시 분류하여 세기

6차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말하기

7차시 [단원 평가]

8차시
[탐구 수학] 구슬을 분류하여 나만의 팔찌

만들기

[표 2]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분류하기 내용분석

[Table 2]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presented in the

mathematics textbook

과학과에서는 동물의 특징 분류를 [그림 3]처럼 관

찰, 분류, 의사소통의 기초탐구과정과 연계하여 제시한

다. 동물카드에 제시된 동물의 생김새를 상세히 관찰

하고, 기준을 세워 분류하며, 분류 기준 및 결과에 대

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조정하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

다. 즉 분류를 하기 위해 동물카드에 제시된 동물의

모습을 상세히 관찰하고 동물카드에 제시된 설명을 이

해하며 동물도감을 활용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날개의 유무, 다리의 수, 사는 곳, 이동방법 등

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행해진다. 한편, 동물을

소재로 한 분류는 수학과 분류하기 단원 5차시, 분류

이후 수 세기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학과의 분

류는 동물을 단순히 소재로 사용할 뿐 동물에 대한 학

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곳, 이동방법 등

동물에 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세한

관찰과 의사소통도 행해지지 않는다. 즉 명확하게 분

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단순화된 동물 그림을 사용하

여 다리 수와 같이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가 이루

어진다.

[그림 3] 세부적인 관찰 및 조사활동을 통한 분류 (과

학 3-2, p.31)

[Fig. 3] Classification through detailed observation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Science 3-2, p.31)

용액의 분류에서는 [그림 4]처럼 우선 색깔, 냄새 등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겉으로 보이

는 성질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분류할 자료의

본질적인 속성을 생각하도록 한다. 이는 산성 용액인

지, 염기성 용액인지 속성에 따라 용액을 분류하는 것

으로 지식약에 따른 변화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진다.

즉 과학과에서도 단순 관찰에 의한 분류에서 자료의

속성에 따른 분류로 발전하고 있으며, 분류 이후 산성,

염기성 용액의 성질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림 4] 겉으로 드러난 성질 이외에 속성에 따른 분류

(과학 5-2 p. 55)

[Fig. 4] Classific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olution other than its external characteristics (Science

5-2,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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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의 무리 짓기는 수학, 과학과와 유사하면서

도 복합적인 특징이 있다. 집안일을 구체적으로 나열

하여 누가 주로 하는 일인지 무리지어 보며, 화목한

가정을 위해 역할 분담, 배려, 협력 등의 덕목이 지도

된다. 생활 도구를 상황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분

류된 물건을 사용하여 봄맞이 청소활동을 실시하는 등

실천적인 활동과 연계된다. [그림 5]는 주변의 많은 사

람들의 하는 일을 무리지어 보고 직업의 특징을 조사

하여 뉴스를 제작·발표하는 것으로 분류활동을 토대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통합교과의 무

리 짓기는 자료 자체의 특징을 관찰하여 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등 실생활

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무리 짓기가 이루어진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리지은 것들에 대해 조사, 표

현, 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고 실천적인 학습

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과에서 강조

하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은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주변의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 좋지 않은 소리로

구분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분류하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주로 하는지를 생각하고 무리지음으로

써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엄밀하게 자료를

분류·정리하고 결과를 해석하며 시사점을 추출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활동이 통합되어 나타나며 실생활에 실

천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무리지은 것에 대한 새로운 학습으로의 확대

(가을 2, p. 36-37)

[Fig. 5] Extend to new learning based on the

classification (Fall 2-2, p. 36-37)

이 밖에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학습 내용을 유목화

하여 제시하는 분류는 학습 기능으로서 분류를 제시하

고 있지 않은 여러 교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과

에서는 매 단원 마지막에 주요 학습 내용을 범주화하

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6]은 사회과 내용으로 옛날

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는 학생들에게 교통수단을 분류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교통수단의 변화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옛날과 오

늘날을 서로 비교하고 지식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

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이는 분류를 활용하여 학습 내

용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분류의 필요성 및

분류하는 방법을 암묵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학습 내

용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학습 내용의 유형별 제시(사회, 3-1, p.76-77)

[Fig. 6] Proposal by type using classification (Social

studies 3-1, p.76-77)

Ⅳ. 분류하기 지도방안 고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류하기는 학습 내용을 효율

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자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범교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학, 과학, 통합,

국어 교과에서는 분류하기를 주요 학습 기능으로 강조

하고 있다. 한편 수학과에서는 분류하기 단원이 존재

하여 분류 기준 설정 및 그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자료 및 정보 처리의 기초적인 활동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통계가 실생활 및 여러 교

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통계의 주요 내용을 수학과에

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도방안을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분류 기준 설정 및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에 있어 여러 교과에서 강조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지도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며, 둘째,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무리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분류한

결과에 대해 해석하고 후속 학습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지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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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학년 수학교과서 분류하기 단원 2차시에서는

신발을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주관

적인 기준이 아니라 색깔과 같이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어야 함을 가르

친다([그림 7] 참고). 또한 3차시에서는 과자를 색깔과

모양으로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고 자신이 정

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그림 8] 참고). 즉 명확한

속성을 갖는 자료의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가 이

루어지며, 분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가, 그렇지 않은

가에 따라 활동을 나눈다. 그러나 스스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림 7] 분류 기준의 명확성(수학 2-1, p.122-123)

[Fig. 7] Clarification of criteria for classification

(Mathematics 2-1, p.122-123)

[그림 8]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수학 2-1,

p.124-125)

[Fig. 8] Categorizing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Mathematics 2-1, p.124-125)

여기서 도입 가능한 타 교과의 방식을 살펴보면, 관

찰, 분류, 의사소통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과학과의 지

도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 과학과에서는 전체적인 모

양이나 색깔과 같이 직관에 의한 분류에서 벗어나 날

개의 유무, 다리의 수 등 상세한 관찰과, 이 과정에 대

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물론 분류하는데 있어 자

료에 따라 분류 기준을 찾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첫 단계로서 외부적인 특징에 대한 분석적인 관찰과

분류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학과에서도 4차시 우즐

카드 분류하기에서는 놀이 활동 중에 자료를 분석적으

로 관찰하고 분류 기준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분류 기준 및 분류하기를 학

습하는 핵심 차시인 2차시와 3차시에서 이를 보다 명

시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분류 기준

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놀이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 활동을 통해 분류하는 방

법을 체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류하기는 분류할 자료의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무리로 구분 짓는 것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찾기

위해서 관찰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학 교과서 2학년 분류하기 단원

에서는 직관 또는 관찰에 의한 분류가 나타나지만 이

후 통계 영역의 자료들은 조사한 결과를 요일별, 월별,

계절별, 지역별, 국가별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와 관련

된 주변 상황이 분류 기준이 되고 있다. 즉 관찰에 의

한 분류는 분류할 자료의 외연적 특징에 대해서만 정

보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자료의 분류와 분류 이후 자

료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

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 학습과의 연계성 측

면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교과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학과의 경우

3～4학년에서는 관찰, 분류 등의 기초탐구과정이 강조

되지만, 5학년 용액의 분류에서는 산성, 염기성의 고유

한 성질에 따라 분류가 행해진다. 또한 동물의 분류에

서는 단순 관찰 이외에 동물도감을 사용하여 해당 동

물에 대해 조사하는 등 자료의 특징을 찾기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과에서도 단어의 외형을 살

펴보는 것 이외에 국어사전을 찾으며, 기본형, 모양이

바뀌는 낱말, 바뀌지 않는 낱말로 분류한다. 또한 비슷

한 말, 반대말, 상 하위어의 분류의 경우에는 분류할

대상의 외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 의미적인 관점에서

분류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관찰 이외에 다양한 방식

으로의 분류는 동물 및 국어 지식과 같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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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 상황에서는 자료

처리의 과정으로서 분류하기 기능에 대한 학습 이외에

분류할 대상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행해질 필요가 있

다. 이에 자료의 외형적인 특징에 따른 분류 이외에

조사활동과 연계하여 자료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고

공통적인 속성을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는 학습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분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분류하기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학 교과서에서는 과자그림, 우즐

카드, 속성블록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

류한다. 구체적으로 우즐 카드의 경우, 모양, 색깔, 구

멍의 수, 털의 유무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하지만

왜 다양하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 물론, 분류하기 단원 1차시에는 옷, 신

발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분

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준의 필

요성이고, 각각의 분류하기 과제별로 왜 분류를 하는

지, 다양한 분류 기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

되지 않는다. 한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료의 분류와 정리는 중요한 통계적 활동으로, 다양

한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합

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p.13). 이에 원 자

료가 가진 의미를 의미 있게 해석해 내기 위해 효율적

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서 분류가 필요하며, 다각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의 분류가 필요

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인 다양한

분류보다는 상황에 적합하고 목적에 맞는 분류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위의 두 가지 관점에서 중심 차시에 해당하는

2, 3, 5, 6 차시의 내용을 재구성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이는 현행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되었

음을 주장하는 것 아니라, 타 교과에서 분류하기를 지

도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재구성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수학과에서

분류하기는 통계적 과정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므로 분

류가 행해지는 상황 및 목적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단순

분류가 아닌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우선 현행 수학 교과서 2차시에서는 [그림 7]처럼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가

르친다. 이 때 연수가 정한 주관적인 기준의 예로 좋

아하는 신발과 좋아하지 않는 신발로 분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좋아하는 신발과 좋아하지 않는 신발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결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연수가 좋아하는 신발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분류에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후 객관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교과서에 제시된 것처럼 신발의 외형

적인 특징인 색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분

류 이후 수세기 및 해석적 활동을 고려한다면, 명확한

분류 기준의 예로 자료와 관련된 주변적인 속성에 따

른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내화, 실

외화와 같이 신발이 사용되는 장소로 분류한다던지,

신발의 용도, 누가 신는 신발인지 등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이 행해질 수 있다. 누구의 신발인지, 어디에 활용

되는 신발인지와 같이 분류할 대상의 주변적인 속성에

따른 분류 기준의 활용은 신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

발을 구매하는 등 추후 다양한 상황에서 통계적인 해

석을 내리는데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주변적인 요소에 의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찰 이외에 자료에 대한 조사 및 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장화,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 다양한 신발에

대한 학습이 함께 행해져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타

교과 및 실생활과의 통합이 구현될 수 있다.

3차시에서는 [그림 8]처럼 과자를 정해진 기준인 색

깔과 모양에 따라 분류해 보고, 블록을 학생들이 스스

로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이 또한 분류하기

단원과 유사한 시기에 학습하는 통합 교과서의 여름철

과일, 채소를 관찰하는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

다. 과자를 분류하는지, 여름철 과일이나 채소를 분류

하는지는 기준을 정해 분류를 하는 본 차시 학습목표

나 ‘[2수05-01]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

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

를 세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의 성

취기준(교육부, 2015b, p.14)에 벗어나지 않아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통합 교과서에서는 [그림 9]처럼 과일

과 채소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잘라보고, 내부를 관찰하여 씨의 유무, 개수, 겉

모습과 다른 점 등을 학습하므로 이를 토대로 분류할

경우 분류 기준이 더욱 다양해지고 색깔, 모양과 같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특징에 비해 분류 과정 및 결과

에 대한 의사소통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또한 과자 분



김 유 경202

류의 경우 색깔과 모양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왜 과

자를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을 제

시하지 못하지만 과일 및 채소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

에 따른 분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여름철 과일 및

채소의 특징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며 동 식물의 분

류체계를 학습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림 9] 과일과 채소 관찰하기 (여름 2-1, p.128-129)

[Fig. 9] Observing fruits and vegetables (Summer 2-1,

p. 128-129)

5차시에서는 분류 항목별 수세기 학습을 위해 동물

카드를 분류한다. 이는 동물 카드의 동물을 관찰하고

다리의 수, 날개의 유무 등으로 분류하는 3학년 과학

교과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지만 3학년 과학 교과서

에서는 실제 동물 사진이 제시되어 분류를 위해 상세

한 관찰이 행해져야 하지만, 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는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이상화된 그림이 제시된

다. 이에 현재의 수학 교과서의 내용도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으로 구현 가능하나, 분류 항목별 수세기 학

습을 위해 단순 소재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즉 과학과에서 강조하는 관찰의 기초탐구기능을

함양하고 동물의 분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

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학년 내용과 연계하여 재구성 수업을

계획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되므로 과학과의 학년별 내

용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에 같은 학년,

같은 시기에 학습하는 통합 교과의 여름철 물가에 사

는 동물의 내용으로 재구성 하였다. [그림 10]은 물가

에 사는 동물인 물거미, 우렁이, 물방개, 물자라 등에

대해 조사 및 학습을 하고 물가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

징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는다. 이러한 통합 교과의 내

용에 본 차시 수학 학습 내용인 분류하여 세기를 융합

한다면 분류한 결과에 따라 개수를 세어 양적 통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이처럼 분류하기는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활

용되는 내용이기에 관련된 타 교과의 내용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도구적인 통합이 아니라 각 교과

에서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 및 탐구 기능이 함양되도

록 재구성해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합

가능한 교과의 내용 및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도입하여 이를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표기하면 가

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타 교과와 융합하여 재구성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

[그림 10] 물가에 사는 동물 무리짓기 (여름, 2-1,

p.106, 108)

[Fig. 10] Categorizing animals that live on water

(Summer 2-1, p.106, 108)

6차시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말해보는 차시

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되어 2개로 구분된 냉동고

에 아이스크림을 분류해 보고, 우리 반 학생들이 선호

하는 아이스크림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어떤 아이스

크림을 더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해석적인 활동을 한

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되어 아이스크림

을 분류 정리하는 상황은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입

장에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분류의 목적을 발생시킨

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기 쉽

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판매자의 입장에서

팔린 아이스크림의 수와 남아있는 아이스크림의 수를

쉽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 분류하는 목적

및 의도가 발생되는데, 이를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도

록 발문하고 이를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분류할 아이스크림

의 공통적인 특징인 모양과 맛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

만 분류가 행해지는 상황과 분류의 목적에 대해서 생

각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자료의 외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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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기준을 정해 분류하고 분류한 결과 이야기

하기

문제 상황

○ 투투의 문제 - 장보기

- 우주에서 온 투투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파는

마트를 만들어 투투가 물건을 효과적으

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습 활동
<활동1> ‘잘 판다’ 마트 개업

<활동2> ‘잘 판다’ 마트에서 시장 보기

<활동 1>

‘잘 판다’

마트 개업

○ 코너(분류 기준) 만들기

- 투투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려면

어떠한 코너가 있어야 할까요?

○ 마트의 코너 꾸미기(분류하기)

- 자신의 코너에 해당하는 그림을 전단지

에서 잘라서 꾸민다.

<활동 2>

‘잘 판다’

마트에서

시장 보기

○ 투투가 되어 장보기 미션 수행

- 분류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 투투가 효율적으로 장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표 3] 분류하기 수업 계획안

[Table 3] The lesson plan for classification

특징 외에 자료와 관련한 주변적인 속성으로 사고가

확장되고 다양한 기준에 의한 분류를 통해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적, 의도에 따

른 분류 기준 선정 및 수세기는 분류하기 기능의 학습

뿐만 아니라 일련의 통계적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

써 통계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교과서의 내용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분류할지를 생각하

고 의사소통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실생활 상황의 도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실생활에서 아이스크림을 분류하는 모델링의 문

제로 확장시킬 수 있다. 실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마트에서는 우선적으로 가격대별로 아이스크림을 분류

하고 같은 가격대에서는 콘,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취

향을 고려한 모양의 분류, 아이스크림의 상품명별로

분류가 행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아이스크림의 맛

은 너무나 다양하므로 교과서에서처럼 단순화하여 딸

기 맛, 초코 맛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에 실제 가게 주인의 되어 이들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냉동고에 분류하여 정리할지에 대해 탐구하는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사는 주요 고객의 취

향을 조사하거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의 표본 집단으로 우리 반을 선택하여 우리 반 학생

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조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으로

선정된 아이스크림에 대해 어떤 형태로 분류 정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하는 수업으로 재구성할 수 있

다. 또한 실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마트에서 주요

분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격 정보를 과제에 포

함시켜 새로운 형태의 과제로 변형할 수도 있다.

[표 3]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의

6차시 내용인 기준에 따라 물건을 분류하고 분류한 결

과를 말해보는 차시의 내용을 재구성한 실제 수업 사

례로, 분류하기를 통해 ‘잘 판다’ 마트를 구성하고 분류

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장보기를 하는지를 점검하

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활동 1 ‘잘 판다’ 마트의 개

업에서는 전단지의 그림을 마트의 각 코너 별로 분류

하였고([그림 11]참고), 활동 2에서는 분류한 결과를

활용하여 물건을 사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전단지의 그림을 분류하

도록 하였으나 어떠한 마트를 구성하려고 하는지, 사

람들이 물건을 쉽게 사기 위해서 어떻게 분류 기준을

설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하였다. 이에 물건의 쓰임새, 사용 장소, 원산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파는 마트인지, 한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는 마트

인지 등 분류의 상황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자신이 구성하고자 하는 마트

의 형태에 적합한 물건들을 전단지에서 골라 적절한

분류 기준을 선정하여 분류하였고 이는 자료 자체의

속성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자료를 둘러싸고 있는 상

황에 대해 생각하고 분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

간의 서로 다른 목적은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른 물건

의 분류로 나타났고 활동 2의 분류한 결과에 대한 이

야기하기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마트에서 시장을 보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 활동 1의 분류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장을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장

을 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장보

는 방법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의 효

율적인 장보기를 위해 실제 마트에서도 상품의 분류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이해하고, 분류하기가 활용되는

실제적인 상황인 분리수거, 도서관의 도서 정리, 책상

정리, 사물함 정리에서 분류하기를 활용하도록 실천의

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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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생들의 분류하기 활동 결과

[Fig. 11] The results of the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러 교과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분류하기를 수학과의 맥락에서 융합적인

지도방안을 고찰하였다. 분류하기는 수학, 과학, 국어,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학과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

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서 별도의 단원에서

지도되고 있다. 이에 융합적 관점을 반영하여 수학과

분류하기 단원에서 지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 기준을 찾는 방법과 관련하여 자료에 대

한 분석적인 관찰, 더 나아가 조사활동을 통해 자료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고 여러 관점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학 교과서는 모양, 색깔 등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분류가 행해지고 있으며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내포하고 있는 우즐 카드, 속성블록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실생활의 자료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정보처리의 과정은 외형적인 특징 이외에 자료를 둘러

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통합교과에서 행해지는 대

부분의 무리 짓기 활동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수학과의 통계 과

제들도 월별, 시간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표와 그래프

를 그리는 등 외형적인 특징 이외에 자료와 관련한 주

변 특성에 따라 분류가 행해진다. 이에 직관적으로 떠

오르는 기준이 아니라, 상세한 관찰, 자료에 대한 특징

조사 등 공통적인 속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으며, 타 교과에서 학습되고 있는 개념 및 과

제와 연계하여 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뿐만 아니라 분류의

상황, 다른 학습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분류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분류하기는 그 자체에 대한 학습도 필요

하지만 학습 기능으로서 범교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새로운 학습을 위해서 또는 다른 활동과 연계하여

행해지므로 분류가 행해지는 상황에 적합한 분류 기준

을 찾아 의미 있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학과에서는 자료가 갖는 특징을 토대로 다

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후 수세기 활동을

통해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는 학습을 목표로 한다. 하

지만 분류 기준 설정 및 분류를 학습하는 차시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할 뿐 분류를 해야 하

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목적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예

를 들어 우즐 카드나 속성 블록은 다양한 기준을 내포

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목

적이 없는 분류이기에 항목별로 수세기를 한다 하더라

도 특별한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 이에 분류가 행해

지는 상황이 제시되고 자료에 대한 특징과 더불어 분

류의 상황 및 목적에 적합한 분류 기준을 선정하여 분

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료를 어떻게 분류했는

지에 따라 자료가 갖는 의미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른 분류

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생

활 및 타 교과의 상황을 맥락으로 제시하여 분류하기

기능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실생활의 문제 해

결 및 새로운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활동

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분과적인 교과 체제에서 융합의 방

안으로서 다른 학습으로의 전이가 큰 핵심 개념, 탐구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풀고(unpacking) 묶는

(mapping) 과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러 교과에서

분류하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 교과는 조금씩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일례로 수학과에서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강조하고 통계 과정 중의 하나로 분류를

제시하지만, 과학과는 기초탐구과정으로서 관찰, 분류,

의사소통 등을 강조한다. 또한 통합 교과에서는 엄밀

하지 않은 분류인 무리 짓기를 허용하며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을 위한 기능으로서 분류하기를 가르친

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풀어내는 과정은 각 교과에서

핵심 개념 및 탐구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또한 융합적인 관점에서 수업 및 평가를 계

획할 때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하는지 그 기준을 제

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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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풀어놓은 각 교과의 내용들을 주제

와 상황에 맞게 묶는 과정은 각 교과에서 추구하는 바

가 상충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무엇을 우선

순위로 해야 하는지 가치 판단의 과정을 요구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서는 분류 기준의 요건으로 명

확성을 추구하나 통합 교과의 무리 짓기 상황은 분명

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생활

주변의 소리를 좋은 소리, 나쁜 소리로 분류하고, 나쁜

소리인 싸우는 소리, 소음 보다는 칭찬, 웃음 등 좋은

소리가 필요하며, 이웃 간의 예의, 친절, 배려 등과 연

계하여 지도하고 있다. 즉 좋은 소리, 나쁜 소리의 분

류 기준은 수학과에서 가르치는 명확한 분류 기준에

배치된다. 또한 분류된 항목별로 수를 세고 통계적인

과정을 거쳐 좋은 소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가 나쁜 소리보다 더 좋다는

암묵적인 결론에 따라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학습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한다. 통합 교과는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

활이 통합된 교과로 수학과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

며(강충열, 2011), 1～2학년 대상의 수업이므로 분류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아닌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 내용에 기반

한 융합 수업의 경우, 상식 수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의 조직이 아니라, 각 교과에서 강조하는 부분

을 근거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

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과 융합이 가능한 핵

심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핵심 개념

별로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융합 수업을 설계하는데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지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그동안 융합 수업이 주제, 이슈 중심으로 이루

어져 온 측면이 강하고 다양한 교과가 하나의 주제 안

에서 효과적으로 섞이기 보다는 도구적인 수준에서 다

른 교과의 보조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주미경 외,

2012), 각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충실히 가르치

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김경자, 온정덕, 2012;

Grossman et al., 2000). 이에 여러 교과에서 공통적으

로 강조하는 핵심 개념, 탐구 기능을 중심으로 융합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김민경, 이지영, 2017; 이

경진, 김경자, 2013; Wiggins & McTighe, 2005), 교과

공통의 핵심 개념을 찾기 위한 교육과정 맵핑

(mapping) 연구와 백워드(backward) 설계와 같이 학

생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는 실천적인 연

구들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권점례 외, 2017; 박

일수, 2017; 전영근 외, 2016).

정영근 외(2016)에서는 호주의 NSW(New South

Wales 주) 사례를 참조하여, 핵심 용어나 주제, 찾고자

하는 교과나 학년을 입력하면 관련된 교과의 성취 기

준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각 교과 교

육과정(성취기준, 내용체계의 내용요소, 영역별로 제시

된 학습요소)에서 키워드와 확장 키워드를 추출하고

교과 공통의 연계·융합 가능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는 교과 융합이 가능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

한 답을 제공하며, 융합 수업 실행을 위한 기초적인

활동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융합 가능

한 내용들을 교과서나 지도서에 교과 및 관련 페이지

를 기호화하여 표시해 주면 교육 현장에서 융합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교과간의 융합이 소재 중심의 도구적

수준이 아니라 여러 교과의 관점에서 핵심 개념을 다

각적으로 학습하고 여러 교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과

관련한 각 교과의 관점을 활동 주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초등 교사들의 경우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에 교과 공통의 핵심 개념 추출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권점례 외, 2017), 각 교과의 관점에서 핵심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 지도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핵

심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과정 맵핑 과정이 필요

하고 핵심 개념별 이러한 연구 결과의 누적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계·융합 가능한 핵심 개념의 추

출 관련 연구와 더불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융합 수

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할 때 각 교과의

강조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반영한 융합 수업 구현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

구성을 지원하는 온라인시스템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

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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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science, Korean 
language, and integrated subjects as the major function that needs to be learned. In addition, 
mathematics textbooks teach the classification as a basic process for organizing and interpreting collected 
materials in a separate unit. So, we analyzed the curriculum documents and textbooks of mathematics, 
science, Korean language, and integrated subjects. And we explored how to teach the classification in 
the context of mathematics subject.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find different classification criteria in 
conjunction with detailed observation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to teach tha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the classification. It also provided implications on how to revive 
converged classes that focus on big ideas and skills, which are commonly offered by various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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