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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과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용 교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1)

안 병 곤 (광주교육대학교)      

지금까지의 수학 교구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에

서 제시한 교구의 활용을 통하여 나타난 학업성취도의 변

화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구 활용에 대

한 변화 내용 보다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중에

서 교구의 활용에 적합한 성취기준을 조사하여, 그 성취기

준에 알맞은 교구의 제시하고, 현재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교과서에 제시된 교구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앞으로

교구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성취기준에 알맞은

교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2017)에서 수학 수업용 교구 표

준안에 제시한 교구를 기준으로 앞으로 수학 수업에서 교

구의 효과적인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Ⅰ. 서론

교육부(2016)보도에 따르면, 2015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결

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는 초등학

교 4학년은 상위 3위, 중학교 2학년은 상위 2위로 매

우 높았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초등학교 4

학년은 하위 3위, 중학교 2학년은 하위 3위였고, 흥미

도는 초등학교 4학년은 하위 2위, 중학교 2학년은 하

위 3위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높은 학업성취도에 비

하여 매우 낮은 흥미도와 자신감 등에 대한 문제의 해

결 방안이 필요해 보였다. 이런 문제점의 현실적인 해

결 방안 중의 하나가 학교 수학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 중심 수업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때 과정 중심 수업에서 학습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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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도구가 학습내용에 적합한 교구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에 대한 연구

들을 보면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형성 등의 학업성취

에 도움을 주는 인지적 연구(김정하, 2000; 안주형,

2002; 정동권, 2003; 남승인, 2003; 김민경, 2005; 김해

규 외1, 2006; 박만구, 2016; 이경화 외4, 2017)와 학생

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등의 수학적 성향에 도

움을 주는 정의적 연구(이성애, 1999; 손숙현, 2002; 안

주형, 2002; 정동권, 2002; 남승인, 2003; 이명희, 2003;

류선미, 2007; 최은주 외, 2009; 이형미, 2016; 이경화

외4, 2017)가 대부분이었다.

수학 교과 내용의 특성을 보면 다른 어떤 교과보다

도 구체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추상적이나 형식화 상황

으로 진행되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수학 학습내용의

지도과정에서 추상화나 형식화를 빠르게 진행하면 이

로 인하여 학생들에게는 학습부진이라는 어려움이 많

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수학적 추상화나 형식

화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런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교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수학적 교

구는 구체와 추상사이의 간격을 좁혀주고, 학생들에게

는 수학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여 보다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여 탐구 능력의 신장과 관계적 이해 그

리고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iaget의 인지 발달과정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의 학습에서 적절한 교구 활용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수학 학습 내용의 지도과정에 알맞은 교구

를 통한 외적 활동은 내적 개념의 형성으로 변환해가

는 내면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옛

중국의 속담에 “I hear and I forget, I see and I

know, I do and I understands.”(Spikell, 1993)."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을 학생들의 학습 내용의 이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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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해보면, 학습내용은 설명보다는 실제 보는 학

습이 효과 있고, 보는 학습보다는 실제 활동하는 학습

이 더 효과적인 의미가 된다. 또, 조벽(1999)은 학습

후에 학습내용이 남아 있는 비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읽기만 하는 학습은 10%, 듣기만 하는 학습은 26%,

보기만 하는 학습은 30%, 보기와 듣기 학습은 50%,

보기와 말하는 학습은 70%, 말하기와 행동하는 학습은

90%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학교 수업의 방

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 얼마 전, 교육부(2017a)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수학 수업을 학생 중심의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학 수업용 교구

표준안 개발 연구’1)(한국과학창의재단, 2017)(이하, 교

구 표준안)를 참고하여, 수학과 수업용 교구 기준 정비

와 예산 편성, 그리고 수학 교구를 활용한 활동과 탐

구 중심 수업 컨설팅 및 운영지원을 안내하였다. 이러

한 안내는 지금까지의 수학 수업에 대한 반성과 학생

들의 수학 수업에 보다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를 기대하는 방안의 제시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수업에서 교구에 관

련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학 수

업에서 교구의 활용은 적극적이지 않았다(이경화 외,

2017). 그 이유로 첫째, 교구 활용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가 부족하여 교구에 대한 교수학적 원리 등의 연구가

드물고, 두 번째,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제적이고 체계

적인 교구의 활용 방안의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 실제로 실행된다

(Remillard & Hcek, 2014)고 볼 때, 수학 수업에서 교

구의 활용은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

는데, 대다수의 연구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

은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경화 외, 2017). 또, 수

학 교구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의 특징을 보면 수학 교

구의 활용법을 소개한 연구와 교구의 활용에 따른 효

과를 제시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하, 2015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수학과 성취기준 중에서 교

1)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2017)에서 개발한 보

고서로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알맞게 초·중·

고교의 수학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필수 교구와 권장 교

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수교구는 표준교

구로 사용 하였다.

구 활용이 적합한 성취기준을 찾아, 그 성취기준을 반

영한 교과서의 학습내용에 적합한 표준 교구를 제시하

고,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의 교구와 비교하여 교구의

효과적인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교과서는 현

재 사용 중인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3; 교육부, 2017)를 대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구와 수학 교구

교구(敎具, teaching aids)의 의미에 대하여 서울대

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교육학 용어사전, 1995)에는

“교수(敎授)의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교수를 용이하게

하고 교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였다. 또, 남억우 외(교육학 대사전, 1987)는 “학습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보다 쉽게 전개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교육 목적이나 대상 또는 내

용에 따라서 그 종류나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구의 의미는 교구를 사용함으로써 학습능률

을 높이며, 교육의 효과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재(敎材)는 교수・학습과정
을 성립시키는 직접적인 매개물인 데 비하여, 교구는

간접적인 매개물이 된다. 교재와 교구는 교육자와 피

교육자 사이에 학습을 연결하는 것으로 교재는 교육활

동을 성립시키는 직접적인 매개물이고, 교구는 간접적

인 매개물로 교재는 교구를 매개로 학습되는 것과 그

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언어 학습에서 언

어는 교재로서 직접 학습활동을 성립시키지만 그것이

문자 학습이 되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흑판, 백묵,

종이, 연필, 지우개 등의 도구를 교구라 한다.

교구와 유사한 용어인 교수자료(敎授資料, teaching

materials)는 교사가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

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모형,

사진, TV 등의 교수자료는 수업활동을 위한 소재의

성격을 띠는 데 비하여, 교구는 도구적 성격을 띤다.

학교 수업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자

료는 교과서이며, 점차 모형, 사진 등과 같이 직관에

호소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사용되어 교수자료의 폭

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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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구는 초등 수학 수업에서 학습 내용을 전개하

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자료로 붙임딱지 같은 자료 까

지를 포함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초등 수학에서 교구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Bruner(1966), Piaget(1971), Dienes(1960) 등의 이론을

들 수 있다. 먼저, Bruner의 EIS (Enactive, Iconic,

and Symbolic)이론은 학생들의 표상 활동 과정을 보

면, 먼저 Enactive(활동적)표상에서는 구체물을 통한

활동을 하고, 다음 Iconic(영상적)표상에서는 그림, 사

진, 도표 등의 시각적 자료로 바탕으로 활동을 하며,

마지막 Symbolic(상징적)표상에서는 수학적 용어나 기

호 등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활동적 표상이나 영상적 표상 과정에서 교구

의 활용은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이를 Piaget가 제시

한 인지발단 4단계(강완 외,2002)인 감각운동기(0세-2

세), 전조작기(2세-7세), 구체적 조작기(7세-12세), 형

식적 조작기(12세 이후)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6

세에 입학하여 6년 동안을 학교에 다니게 되어 전조작

기의 말과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교구의 활용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Dienes의 놀이 학습이

론에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에 따르면 다양한 교구의 활용이 수학적 이해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초등학생들의 수학적 성장을 돕는

과정에 다양한 교구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학습내용

의 이해에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수학

수업에서 다양한 교구의 활용을 통한 구체적 활동 경

험은 수학적 개념의 형성, 연산의 이해, 도형의 개념과

성질 발견 등에 도움을 주고, 수학적 원리나 법칙에

대한 자기 발현적 이해와 창조・창안 과정에 중요한

역할(남승인, 2003)을 하고, 문제해결이나 다양한 규칙

성의 탐구에 도움을 주는 것(정동권, 2001)으로 알려져

있다.

수학교육에서 교구의 역할(남승인, 2003)에 대하여

교구는 수학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표상하고 상징할 수

있고, 수학적 원리와 법칙을 쉽게 연결하며,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활용에서 얻은 사실을 수학적 표현(기호나 용어

등)이 가능하며, 적절한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호기

심의 자극과 사고 과정에 효과가 있으며 구하기가 쉬

어야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좋은 교구의 조건

으로 Zbiek, Heid, Blume와 Dick(2007)(박만구, 2016

p.63 재인용)은 다음 같이 3가지를 제시하였다. 교구가

잠재적으로 가지는 수학적 속성에 대한 충실성, 사용

자의 인지적 행위의 반영 정도 및 적절한 선택 가능성,

그리고 수학적 학습의 본질과 대응하는 방식이 수학적

으로 행동하는지의 정도로 보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교구의 활용은 학습자 스스가 수학적 오류의 발견과

자신의 오개념의 교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수학 수업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구

활용에 소극적인 원인(남승인,2003)으로 강의식 수업보

다 시간이 많이 걸리며, 학생 중심의 활동적 수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새로운 교구의 정보와 교구를 활용

한 수업 경험이 부족하여 교사 자신의 과거 학습 경험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교구활용의 필요성은 인식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수학과 교육과정과 수학 교구

2015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 수학 교구

활용은 수학과 지도 목표 ‘여러 가지 생활 현상을 수

학적으로 고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

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과 해결 태도를 기르도록’ 제시한 후에 학생들은

학습의 흥미를 경험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

양하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수

학과의 핵심역량으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

리, 분석, 활용하고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교수 학습 방법의 방향에서 교구

의 활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명시하고 있다.

(가) 수학과의 수업은 학생의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

하여 설명식 교수, 탐구 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

론 학습, 협력 학습,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 등을 적절

히 선택하여 적용한다.

⑥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은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

용에 적합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교수 학습 방법으

로,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컴퓨터 활

용 매체와 교구, 계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도구

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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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학생에게 계산기, 컴

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 2015, pp.36-41)

또,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보면 교과서의 붙임딱지를 많이

줄이고, 대신에 각급학교에 수학 수업용 교구의 구비

와 활용의 제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축소와 학교

수학교육의 정상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교구를 사

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고상숙 외2, 2013)가 ‘교구

가 없어서’라는 것은 학교 수학 수업에서 가장 우선적

인 것이 교구의 준비이고, 다음에 교구의 다양한 활용

사례 중심의 교사 연수와 활용 가능한 교구의 DB를

구축(류선미・박영희, 2007)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의 일반적인 교수・학습방식에 대하여

Dewey는 교사의 분석단계로 출발하여 학생들은 그 분

석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다(김응태 외2, 1996)

는 것이다. 이때 교사의 막연한 전체로써 문제가 주어

지지 않으면 학생의 주체적인 분석활동은 불가능하며,

의미 있는 학습활동은 어렵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으로 구체적 대상 즉, 학습 교구의 활용은

수학적 의미가 창조되고 동화되어 학생들의 동기와 흥

미 유발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 수학 학습의 모

델을 지적한 Revuz는 수학 수업이 전개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상황-모델-이론’의 도식을 제시하고, 상황은

현실의 단편이며,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 모델이고, 상

황을 떠나 모델의 구조 자체를 연구할 때 나타나는 것

을 이론이라 하였다(김응태 외2, 1996). 이러한 입장에

서 모델은 상황과 이론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상황으

로부터 이론으로, 이론으로부터 상황으로 이행하는 학

습과정에서 각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를 ‘추상화모델’, 후자를 ‘구체

화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때 교구는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과 이론 사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 연구(안병곤,

2003)에서 교사가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 과정을 보면

전개에서 64.7%, 도입에서 20.7%, 정리나 평가에서

5.3%로 활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사는 전개 과정에

서 교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 김남희(1999a, 1999b)

와 나귀수(2002)가 중학생 대상의 수업 과정에서도 전

개와 도입 단계에서 교구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약

85%와도 비슷하였다. 이는 초등 수학에서 교구의 활용

은 구체적 상황에서 추상화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대

한 이해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초등 수학 수업의 영역별 교구 활용 조사(안병곤,

2003, 2012)를 보면, 교구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도

형 영역이 58.8%, 수와 연산 영역이 17.5%, 확률과 통

계 영역2)이 13.5%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는 도형 영

역과 수와 연산 영역에서 교구의 활용이 가장 필요하

다고 하였다. 이는 초등 수학의 수업의 약 50% 정도가

수와 연산영역인 것과 비교하면 도형 영역의 학습내용

지도에 많은 교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3. 외국의 초등 수학에서 교구의 활용

외국 수학교과서에서 교구와 공학 도구 활용에 대

한 연구(박만구, 2016)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NCTM 규준에서 지향하는 교육 공학의 원리에 따라

공학 기술은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필수적으로,

수학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강화하기 위

해서 공학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는 수

학과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

해결에 공학도구 등의 다양한 도구를 수업 과정에서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 교과서에 적절한 활용

과 다른 학문과 관련된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수학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공학도구나 교구를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교육과정의 기능 요소에

수학적 도구의 사용을 제시와 수학 교과서에 반영하여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조작활

동에 의한 개념 형성을 강조하며 공학기술은 수학 학

습에 하나의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구체적인 활용 예를 제시하고,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단원 학습내용이 실생활에 사용됨을 보여주는 더 알아

봅시다와 같은 부분에서 공학도구나 교구를 함께 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의 초등 수학교과서의 교구와 우리나라와

2)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확률과 통계’ 영역명은 2015

교육과정에서는 ‘자료와 가능성’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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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구(이형미, 2016)를 보면 우리나라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에서 사용한 교구로 산가지, 십틀

(ten frame)(이하, 십틀), 주사위, 연결큐브, 딘즈블록,

회전판, 속성블록, 도미노, 기하판, 칠교판, 쌓기나무,

펜토미노, 테트로미노, 계산기, 컴퍼스, 패턴블록, 계량

컵, 저울, 각도기, 퀴즈네어막대, 폴리드론 등 모두 21

가지였고, 미국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에서

산가지, 연결큐브, 도미노, 주사위, 십틀, 회전판, 저울,

디에네스블록, 패턴블록, 기하판, 쌓기나무, 속성블록,

자, 시계, 분수타일, 달력, 계산기, 온도계, 계량컵, 각도

기, 대수타일 등 모두 21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핀란

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에서 십틀, 산가지,

주사위, 쌓기나무, 자, 딘즈블록, 저울, 온도계, 컴퍼스,

각도기, 회전판, 계량컵, 도미노, 계산기 등 모두 14가

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활용된 교구의 종류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21가지이고,

핀란드는 14가지의 교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구의 구체적인 사용 시기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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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GM, FM의 학습 시기별 수학 교구 활용 비율
(%)

※KM(2016)은 한국 수학 교과서, GM은 미국 수학 교과서,
FM는 핀란드 수학 교과서
[그림1] KM, GM, FM의 학습시기별 비율
[Fig. 1] The Periodical Ratio of KM, GM, FM

위 그림을 보면 3개의 나라 모두는 1학년은 많은

교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년이 높아 질수록 교구의

사용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학 수업에서 교구 활용에 대한 유의 할 점

(강완, 2002)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교구는 수학적 개

념에 대한 일상생활에 있는 모델로 추상적인 수학적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그 응용의 가능성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수학적 개념 자체가 실세계의 여

러 대상에서 추출된 것으로 수학화 과정은 실세계에서

수학적 개념쪽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수학학습의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적

전도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수학 교구나 프로그

램을 활용할 때에 교사의 교수학적 초점이 수학적 지

식에서 교수학적 고안인 교구나 수학 프로그램으로 과

도하게 이동하는 메타 인지적 이동(meta-cognition

shift)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예컨대, 분수개념 지도할

때, 퀴즈네어 막대의 사용은 양으로서의 분수로 등분

할 분수의 개념만 강조되어 국소화 현상(localization)

이 두드러지게 되어 수학적 개념의 국소화가 폭넓은

수학적 사고를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

였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

학년군의 수학 성취기준 중에서 교구의 활용에 적합한

성취기준의 조사는 수학교육전문가, 초등수학교육 박

사과정 교사, 초등 수학교육 전공 교사 3명 등 모두 5

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또 이러한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집필한 2015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 중인 교

구와 수학 수업용 교구 표준안의 교구(이하, 표준 교

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군

의 영역별로 성취기준에서 교구의 활용이 적합한 성취

기준을 조사한다.

나. 조사한 영역별 성취기준에 적합한 초등학교 1-2

학년군 영역별 표준 교구를 제시한다.

다.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학 교과서의 교구와 2009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의 교구와 비교 분석한다.

Ⅳ. 초등 수학의 성취기준과 교구

1. 초등 수학의 성취기준과 교구의 활용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1-2학

년군의 수학과 성취기준은 모두 30개였고, 영역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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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교구 외 자료

1학년

(2009)

7가지/12시간/14회 17가지/7시간/12회

연결막대4,수모형

2, 자,색종이2,공깃

돌,바둑돌4,주사위

가위,색연필4,사인펜3,

풀2,클립2, 바구니,윷,

손수건,책꽂이,상자, 인

형,동기유발자료 ,투명

봉지,강낭콩,블럭, 주머

니,크레파스

1학년

(2015)

4가지/24시간/39회 4가지/5시간/5회

연결막대12,바둑돌

8, 수카드6, 주사

위

색연필,종,수판2,놀이판

2학년

(2009)

4가지/6시간/7회 5가지/6시간/6회

수모형5,계산기,모

형화폐,바둑돌

콩 ,소중한물건 ,네자리

수영수증 ,세계화폐 ,만

보기

2학년

(2015)

3가지/16시간/18회 5가지/8시간/10회

수모형26,동전모형

3, 주사위

수모형판6,기타물체,바

구니 ,콩주머니 ,숫자부

채,콩,물건,네자리수영

수증,세계화폐,만보기

수와 연산 영역에 11(수 4, 연산 7)개, 도형 영역에 5

개, 측정 영역에 9개,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3개, 규칙

성 영역에 2개였다. 성취기준이 가장 많은 영역은 수

와 연산 영역으로 11개였고, 규칙성 영역이 2개로 가

장 적었다. 이 중에서 교구 활용에 적합한 성취기준은

모두 15개를 선정하였고, 영역별로는 수와 연산 영역

에 8(수 4, 연산 4)개, 도형 영역에 4개, 측정 영역에 4

개,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1개, 규칙성 영역에 2개였다.

이에 대한 수업 배정시간을 보면 모두 230시간3)으로,

영역별로는 수와 연산 영역에 137(수 50, 연산 87)시간,

도형 영역에 24시간, 측정 영역에 43시간, 규칙성 영역

에 9시간,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17시간이었다. 이것을

백분율로 보면 수와 연산영역이 약 60%로 가장 많고,

규칙성 영역은 약 4%로 가장 적었다. 위와 같은 내용

을 보면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학학습 내용은 수와

연산에 가장 많은 성취기준과 수업시간 배정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연수에 대한 개념 형성과 그에 따

른 사칙연산의 기능 숙달이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

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의 비

중을 고려하여 수 영역과 연산 영역으로 분리하여 제

시하였고, 각 영역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표준 교구와

교과서의 학습내용 지도에 활용되고 있는 교구들의 조

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 영역의 성취기준과 교구의 활용

1-2학년군의 수 영역에서 학습 내용은 사물의 개수

나 양을 나타내기 위해 발생한 자연수를 수 세기를 통

해 도입하며, 0과 자연수 범위에서 덧셈, 뺄셈, 곱셈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학습내용의 지도 과정

에서 교구 활용에 적합한 성취기준은 4개 중에서 아래

와 같이 모두였고, 이에 대한 성취기준과 교과서에서

활용 중인 교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 영역의 성취기준]

 네 자리 이하의 수

∙[2수01-01]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2수01-02] 일, 십, 백, 천의 자릿값과 위치적기수법

3) 총 수업시수는 매학기의 도입과 마무리에 제시한 ‘수학은

내 친구’과 ‘수학으로 세상보기’는 제외하고, 실제 각 단원

에 배정된 시간만을 계산함.

을 이해하고, 네 자리 이하의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2수01-03] 네 자리 이하의 수의 범위에서 수의 계

열을 이해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2수01-04]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분해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합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 감각을 기른

다.

(교육부, 2015, p.8)

수 영역의 단원은 1학년에서 ‘9까지의 수’, ‘50까지의

수’, ‘100까지의 수’이고, 2학년은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로 5개였고, 수업 시간은 모두 50시간이었다. 수 영

역에 적합한 표준 교구는 연결막대, 수카드(기호카드),

수모형, 바둑돌, 수배열표, 계산기, 주사위, 모형화폐,

자, 색종이의 10가지와 권장교구는 공깃돌 1가지였다.

수 영역에 대한 교과서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교구

들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수 영역의 교구 사용 조사표
[Table 1] A research table for number area teaching aids

※ 표 안에 (2015)는 2015 교육과정, (2009)는 2009 교육

과정, ‘7가지/12시간/14회’는 7가지 교구를 12시간에 14회

사용, ‘연결막대4’는 연결막대를 4회 사용했다는 의미(이

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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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교구 외 자료

1학년

(2009)

6가지/20시간/22회 5가지/7시간/16회

수카드6,수모형10,

도미노2,바둑돌2,

공깃돌2

10칸달걀판5,모형달걀

3,파란그릇3,빨간그릇

3, 상자2

1학년

(2015)

6가지/34시간/49회 7가지/17시간/19회

연결막대26,바둑돌

10, 수카드4,주사

위4,세수카드2,바

둑돌3,

빨대4,고리던지기세트

2,볼링놀이세트3,주머

니,4색콩주머니, 색연

필4, 놀이판

2학년

(2009)

5가지/21시간/39회 7가지/14시간/15회

수모형19,연결막대

10, 바둑돌4,산가

지4,수카드

자석자료5,수세기칩4,

점종이2, 다트용구,회

전판,동물책,요정모자

2학년

(2015)

6가지/45시간/74회 10가지/ 19시간/20회

연결막대23,수모형

19,바둑돌17,산가

지4,수카드2,주사

위

자석자료6,색연필5,수

세기칩4,점종이2,다트

용구,놀이판,카드, 회

전판,동물책,요정모자

[표 1]을 보면 수 영역에서 활용 중인 표준 교구는

수배열표를 제외하고 모두 활용하고 있고, 전반적인

교구의 활용은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많고, 2009 수학

과 교육과정(이하, 지난 교육과정)에서 2015 수학과 교

육과정(이하, 현 교육과정) 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

었다. 그 밖에 붙임딱지로 그림카드, 모형화폐, 숫자카

드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현 교육과정에서 많이 줄

여 지난 교육과정의 스토리텔링 반영에 따른 교과서의

쪽수의 확대로 교과서 무게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연산 영역의 성취기준과 교구의 활용

1-2학년군의 연산 영역에 대한 학습내용은 수학 학

습에서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사칙연산

을 들고, 이러한 학습내용의 지도과정에서 교구 사용

에 적합한 성취기준은 7개 중에서 아래와 같이 4개였

고,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구의 조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산 영역의 성취기준]

 두 자리 수 범위의 덧셈과 뺄셈

∙[2수01-06]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2수01-07]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2수01-08]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곱셈
∙[2수01-11] 곱셈구구를 이해하고, 한자리 수의 곱셈

을 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p.8)

연산 영역의 단원은 1학년에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1)’, ‘덧셈과 뺄셈(2)’, ‘덧셈과 뺄셈(3)’, 2학년에

‘덧셈과 뺄셈’, ‘곱셈’, ‘곱셈구구’의 모두 7개였고, 수업

시간은 모두 87시간으로 가장 많이 배정하였다. 연산

영역의 학습 내용 지도에 적합한 표준 교구는 연결막

대, 수 카드(기호카드 포함), 바둑돌, 덧셈구구표, 곱셈

구구표, 산가지의 6가지였고, 권장 교구는 점도미노 1

개였다.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한 교구들을 조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산 영역의 교구 사용 조사표
[Table 2] A research table for operation area teaching aids

[표 2]를 보면, 표준 교구의 사용은 덧셈구구표와 곱

셈구구표를 제외한 4가지를 사용하였고, 전반적인 교

구의 사용은 1학년과 2학년 모두 비슷하였으나, 교구

외 자료는 현 교육과정이 지난 교육과정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밖에 붙임딱지는 수카드, 그림카드, 동

물그림카드, 곱셈구구표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난

교육과정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 교육과정에

서는 매우 적어 교구를 대신 활용한 것으로 보였다.

다. 도형 영역의 성취기준과 교구의 활용

1-2학년군에서 도형 영역의 학습내용은 교실 및 생

활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여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모

양이나 평면도형의 모양을 파악하며, 평면도형을 직관

적으로 이해하고,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의 개념과 성

질을 이해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의 기초를 기르도록

하였다. 또, 다른 영역의 개념을 활용하고 도형을 다루

는 경험에서 공간 감각을 길러 수학적 소양을 기르도

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알맞은 성취기준은 5개 중

에서 아래와 같이 4개였고,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 중

인 교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형 영역의 성취기준]

 입체도형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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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009)

2가지/7시간/7회 8가지/6시간/21회

모형6,주사위

상자,음료수캔,구슬,탁

구공,모양카드,테이프,

우유갑,가위

1학년

(2015)

2가지/5시간/5회 8가지/9시간/13회

모형4,주사위

모양카드4,색연필4,색

테이프2,모양물건3,가

위2,모양인쇄물,어둠상

자,판

2학년

(2009)

3가지/5시간/10회 2가지/4시간/4회

도형판3,자5,칠교판

2
원그리기물건,고무줄3

2학년

(2015)

6가지/9시간/12회 7가지/6시간/8회

모양자3,도형판2,자

3,칠교판,쌓기나무

2,색종이

컵 ,고무줄2,주름빨대,

긴줄,고리던지기세트,

가위,풀

∙[2수02-01] 교실 및 생활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여 직육면체, 원기둥, 구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2수02-02]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입체도

형의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에 대해 위치나 방향을 이

용하여 말할 수 있다.

 평면도형과 그 구성 요소
∙[2수02-03] 교실 및 생활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여 삼각형, 사각형, 원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꾸밀 수 있다.

∙[2수02-05] 삼각형,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

아 말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오각형, 육각형을 알고 구

별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p.10)

이 영역의 단원은 1학년에 ‘여러 가지 모양’, 2학년

에 ‘여러 가지 모양’의 2개였고, 수업시간은 모두 24시

간 이었다. 도형 영역에 적합한 표준 교구는 모양조각,

도형판, 평면도형그림카드, 쌓기나무, 칠교판 5가지였

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활용한 교구들의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도형 영역의 교구 사용 조사표
[Table 3] A research table for figure area teaching aids

[표 3]을 보면 도형 영역의 표준 교구의 사용은 모

양조각와 평면도형그림카드를 제외하고 3가지를 사용

하였고, 전반적인 교구의 사용은 2학년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다. 교구 외 자료는 1학년에서 더 많이 사용

하고 있었다. 그 밖에 붙임딱지는 평면도형과 입체도

형 그림카드와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지난 교육과정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현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줄

였음을 보여 주었다.

라. 측정 영역의 성취기준과 교구의 활용

1-2학년군의 측정 영역에서 학습내용은 생활 주변

의 시간, 길이, 들이, 무게, 넓이 등 다양한 속성을 알

고, 여러 가지 속성의 양을 비교하고, 단위를 이용하여

재거나 어림해하여 양을 수치화하는 내용이다. 측정

과정의 양의 비교, 측정, 어림을 학습을 통해 기르고,

실생활이나 타 교과의 학습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며 양

감에 수학적 소양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이

러한 내용에 교구의 사용에 적합한 성취기준은 9개 성

취기준 중에서 아래와 같이 4개였고,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 중인 교구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 영역의 성취기준]

 양의 비교
∙[2수03-01]구체물의 길이, 들이, 무게, 넓이를 비교하

여 각각 ‘길다, 짧다’, ‘많다, 적다’, ‘무겁다, 가볍다’, ‘넓

다, 좁다’등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시각과 시간
∙[2수03-02]시계를 보고 시각을 ‘몇 시 몇 분’까지 읽

을 수 있다.

∙[2수03-03]1시간은 60분임을 알고, 시간을 ‘시간’, ‘분’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길이
∙[2수03-05]길이를 나타내는 표준단위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1cm와 1m의 단위를 알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p.12)

이 영역의 단원은 1학년에 ‘비교하기’, 시계보기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은 ‘시계보기와 규칙 찾기), 2학

년 ‘길이재기’(중복사용), ‘시각과 시간’의 5개였고, 수업

시간은 모두 43시간이었다. 이 영역의 표준 교구는 연

결막대, 수모형, 모형시계, 쌓기나무, 접시저울, 모눈종

이판, 줄자의 7가지였다.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 중인

교구들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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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교구 외 자료

1학년

(2009)

4가지/3시간/3회 13가지/8시간/15회

모형시계3 ,쌓기나

무, 양팔저울,주사

위

색연필,크레파스,가위,

물건4(길이비교,높이

비교,무게비교,넓이비

교,여러가지),고무찰흙,

안대,수조,컵,음료수병,

신문지

1학년

(2015)

6가지/12시간/14회 4가지/4시간/4회

모형시계3,자2,양팔

저울,색종이,수조,쌓

기나무

비교물건(길이,무게,넓

이,들이)

2학년

(2009)

10가지/17시간/21회 16가지/16시간/32회

모형시계5,자4,탁상

용시계,계산기,초시

계,여러종류자,모눈

종이판,주사위,줄자

5, 연결막대

가위3,색연필4,역할놀

이도구3,여러물건5,끈

2,투명테이프,다양한의

자, 1m이상자,키재는

기구,종이띠,빨대, 종

이테이프2,5m이상끈,

크레파스,관련동영상,

사인펜

2학년

(2015)

5가지/19시간/20회 12가지/10시간/28회

자8,줄자6,모형시계

4, 전자시계,계산기

털실2,클립,가위3,클레

이,색테이프2, 배드민

턴제기,종이컵,신문지,

점토,필통,달력2

교구 교구 외 자료

2학년

(2009)

2가지/2시간/2회 5가지/6시간/16회

속성블럭,바둑돌

사진(박물관,놀이공원,농

장,동물원,식물원),박물관,

윷,동물백과사전2,인터넷

동영상2,색연필

2학년

(2015)

2가지/3시간/3회 11가지/7시간/13회

속성블럭2,동물

카드

분류판 ,구슬 ,종이컵 ,낚시

줄,가위,붙임쪽지,그림카

드 ,자석,조사용학습지,표

와그래프학습지,사탕

[표 4] 측정 영역의 교구 사용 조사표
[Table 4] A research table for measurement area
teaching aids

[표 4]를 보면 표준 교구의 사용은 수모형을 제외하

고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교구 사용은 2학년

이 1학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교구 외 자료는 지

난 교육과정에서 현 교육과정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밖에 붙임딱지는 동물그림카드, 시계그림 등을 사

용하였으나 현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

어 교구의 활용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성취기준과 교구의 활용

1-2학년군에서 자료와 가능성의 영역에서 학습 내

용은 다양한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미래를 예측하

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기본 소양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 영역에서 교구 사용에 적합한 성취기준은

3개 중에서 아래와 같이 1개이고, 실제 교과서에서 활

용 중인 교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성취기준]

 분류하기

∙[2수05-01]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

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를

세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p.14)

이 영역의 단원은 2학년에서 ‘5. 분류하기’, ‘5. 표와

그래프’ 2개였고, 수업시간은 모두 17시간이었다. 이

영역의 표준 교구는 모양조각, 속성블럭의 2가지로 구

체적으로 교과서에서 활용한 교구들의 조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5]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교구 사용 조사표
[Table 5] A research table for data and probability area
teaching aids

[표 5]를 보면 표준 교구의 사용은 속성블럭만 사용

하고, 교구는 지난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사용하였. 교

구 외 자료는 현 교육과정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

다. 그 밖에 붙임딱지는 동물이나 운동, 신발 등의 스

티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교육과정과 비슷하

였다.

바. 규칙성 영역의 성취기준과 교구

1-2학년군의 규칙성 영역의 학습내용은 생활 주변

이나 여러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실생활의 복

잡한 문제를 해결이나 규칙 찾기를 통해 추론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교구의 사용이

적합한 성취기준은 2개 모두 해당하였고, 실제 교과서

의 활용 중인 교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규칙성 영역의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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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찾기

∙[2수04-01] 물체, 무늬, 수 등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2수04-02]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

등을 배열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p.13)

이 영역의 단원은 1학년은 ‘시계보기와 규칙 찾기’에

서 일부, 2학년은 ‘규칙 찾기’이었고, 수업시간 배정은

모두 9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이 영역의 표준 교구는

수카드, 모양조각, 덧셈구구표, 쌓기나무, 곱셈구구표,

모양자의 6가지였다.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 중인 교구

들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규칙성 영역의 교구 사용 조사표
[Table 6] A research table for patterns area teaching aids

교구 교구 외 자료

1학년

(2009)

1가지/1시간/1회 5가지/6시간/11회

모양자

사진,간편한복장,리듬

악기, 색연필2,쓰기공

책

1학년

(2015)

2가지/8시간/10 1가지/5시간/5회

모형시계2,모양자3 색연필5

2학년

(2009)

2가지/5시간/5회 4가지/3시간/4회

모양자,쌓기나무4
도화지,모양도장,포장

지,가림판

2학년

(2015)

3가지/3시간/3회 3가지/4시간/5회

쌓기나무,연결막대,

양면색종이
색연필3,가위,풀

[표 6]을 보면 표준 교구는 쌓기나무와 모양자 2가

지만 사용하여 각 영역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 구성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전반적인 교구의 사용은 지난 교육과정과 비슷하

게 사용하였고, 그 밖에 붙임딱지는 악기나 운동기구

그림, 숫자판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난 교육과정에

서 더 많이 사용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1. 결론

지금까지 수학 교육 연구에서 교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연구에서 제시한 교구를 수학 학습 지도에

활용한 결과, 학업성취도나 수학학습 태도나 자신감

같은 정의적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구 중심의 연

구보다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중에서 교구

활용에 알맞은 성취기준을 조사하여 이 성취기준을 반

영한 교과서의 학습 내용 지도에 필요한 표준 교구를

제시하고, 실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학 교과서에

서 활용 중인 교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은 성취기

준에 바탕을 두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표준 교구의 활

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수학 수업에서 교구 활용에 대한 연

구물들을 분석한 연구(Suydam과 Higgins, 1977)에서

교구 사용은 수학 성취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Sowell(1989)은 구체적 교구의 활용은 장기적으로 보

았을 때 가장 효과가 높고, 교구를 잘 알고 있는 교사

의 수업을 받았을 때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향

상된다고 하였다. 외국에서 교구 활용 내용을 보면, 미

국은 수학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학 기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핀란드는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효과적 해결에 다양

한 도구를 교과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수학적 도구의 사용에서 학습 개념, 기술,

과정에 많은 교구 활용을 제시하였고, 일본은 조작활

동에 의한 개념 형성을 강조하며 공학기술은 수학 학

습에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

서 구체적인 활용 예를 제시하고 있다. 또,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 중인 교구의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

는 산가지, 십틀, 주사위, 연결큐브, 딘즈블록, 회전판,

속성블록, 도미노, 기하판, 칠교판, 쌓기나무, 펜토미노,

테트로미노, 계산기, 컴퍼스, 패턴블록, 계량컵, 저울,

각도기, 퀴즈네어막대, 폴리드론 등 모두 21가지였고,

미국은 산가지, 연결큐브, 도미노, 주사위, 십틀, 회전

판, 저울, 디에네스블록, 패턴블록, 기하판, 쌓기나무,

속성블록, 자, 시계, 분수타일, 달력, 계산기, 온도계, 계

량컵, 각도기, 대수타일 등 모두 21가지를 사용하고 있

었다. 또, 핀란드는 교과서에서 십틀, 산가지, 주사위,

쌓기나무, 자, 딘즈블록, 저울, 온도계, 컴퍼스, 각도기,

회전판, 계량컵, 도미노, 계산기 등 총 14가지를 사용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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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성취기준의 개수는 모두 30개로 수와 연산 영역에 11

(수 4, 연산7)개, 도형 영역에 5개, 측정영역에 9개, 자

료와 가능성 영역에 3개, 규칙성 영역에 2개였다. 이러

한 성취기준 중에서 교구의 활용에 적합한 성취기준은

모두 15개로 50%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학생

들은 수와 연산 영역에서 자연수의 개념 형성과 사칙

연산 기능의 숙달에 큰 비중을 두어, 이 영역을 수 영

역과 연산 영역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

성취기준에서 교구의 활용에 알맞은 성취기준의 조사

와 교과서의 내용지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구들을 다

음과 같았다. 수 영역에서는 ‘9까지의 수’, ‘50까지의

수’, ‘100까지의 수’,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 단원에

알맞은 표준 교구는 연결막대, 수카드(기호카드), 수모

형, 바둑돌, 수배열표, 계산기, 주사위, 모형화폐, 자, 색

종이의 10가지였다.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한 필수 교

구는 수배열표를 제외하고 모두 활용하고 있었다. 전

반적으로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지난

교육과정에서 현재 교육과정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

었다. 붙임딱지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많이 줄였는데

이는 교과서의 무게에 대한 학부모 의견 반영과 교구

의 준비로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 영역은 ‘덧

셈과 뺄셈’의 5개의 단원과 ‘곱셈’, ‘곱셈구구’의 단원에

알맞은 표준 교구는 연결 수모형, 수 카드(기호카드 포

함), 바둑돌, 덧셈구구표, 곱셈구구표, 산가지의 6가지

였고,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 교

구는 덧셈구구표, 곱셈구구표를 제외한 4가지를 사용

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교구 사용은 1학년과 2학년 모

두 비슷하였고, 교구 외 자료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지

난 교육과정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붙임딱지는 지

난 교육과정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도형

영역은 ‘여러 가지 모양’의 단원에 알맞은 표준 교구는

모양조각, 도형판, 평면도형그림카드, 쌓기나무, 칠교판

5가지였고, 실제 활용 중인 표준 교구는 평면도형그림

카드를 제외하고 4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교구 사용은 2학년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고, 교구 외

자료는 1학년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붙임딱지

사용은 지난 교육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

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줄였음을 보여 주었다.

측정 영역은 ‘비교하기’, ‘시계보기와 규칙 찾기’,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단원에 알맞은 표준 교구는 연결

막대, 수모형, 모형시계, 쌓기나무, 접시저울, 모눈종이

판, 줄자의 7가지였고 실제 활용 중인 표준 교구는 수

모형을 제외하고 6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교구 사용은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교

구 외 자료는 지난 교육과정에서 현재 교육과정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붙임딱지는 현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교구가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2학년에서 ‘분류하

기’, ‘표와 그래프’ 단원에 알맞은 표준 교구는 모양조

각, 속성블럭의 2가지였고, 실제 활용중인 표준 교구는

속성블럭이었다. 전반적으로 교구와 붙임딱지의 사용

은 지난 교육과정과 비슷하였고, 교구 외 자료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규칙성 영역

은 ‘시계보기와 규칙 찾기’의 일부, ‘규칙 찾기’ 단원에

알맞은 표준 교구는 수카드, 모양조각, 덧셈구구표, 쌓

기나무, 곱셈구구표, 모양자의 6가지였고, 실제 활용 중

인 표준 교구는 쌓기나무와 모양자 2가지만 사용하고

있어 가장 적은 표준 교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신

교구 외 자료나 붙임딱지 등을 사용하고 교구 외 자료

와 붙임딱지는 지난 교육과정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학 성취기준에

적합한 표준 교구는 모두 36개 중에서 26개의 표준 교

구를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나머지의 표준 교구의 활

용 방안도 필요해 보였다. 특히 규칙성 영역에서는 6

개의 표준 교구 중 2개만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히 활

용 방안이 필요해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중에

서 교구의 활용이 적합한 성취기준만을 대상으로 하였

는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성취기준에 따른 교

구 활용보다는 성취기준이 활용되는 수업빈도나 내용

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수준 높

고 효과적인 교구의 활용방안이 필요해 보였다.

2. 논의

지금까지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학 성취기준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교구 활용을 위하여 논의할 사항

은 다음 같다. 첫째, 교구의 의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의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학 사전 등에서

정의된 의미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대처 하

기에는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또 실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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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교구들을 분석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학년

에서 구체적 조작물의 사용은 필요하나 학년이 높아질

수록 첨단기술의 발전 따른 공학적 교구의 활용 방안

에 대한 의미의 포함이 필요해 보였다. 둘째,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구

의 활용 전・후에 교구의 보관 등이 가능한 수학 실험
실과 같은 수학 교실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등

수학 수업에 필요한 수업용 교구는 수모형, 입체도형

모형세트 등과 같은 구체물 교구로 수시 활용과 보관

등이 편리한 수학체험실과 같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수학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

한 컴퓨터나 계산기 같은 공학적 교구의 활용도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셋째, 초등 수학 수업

에서 표준 교구 활용에 대한 빠른 정착을 위하여 표준

교구의 활용에 대한 교사연수나 활용법 등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표준 교구 기준의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

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의 기반이 교과서이고 이러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한 표준 교구의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수학 수업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구 사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로 사용할

만한 교구의 부족과 교구의 구입이 어렵다는 조사는

앞으로 교구에 대한 효과적인 수학 수업을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사용 중인 수학 교구들에 대

한 효율성의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에서 활용 중

인 교구들은 보면 교육과정에 따른 교구의 활용보다는

교구를 위한 사용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앞뒤가

바뀌어 교구활용 대한 효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또, 교구의 사용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해 보였다. 셋째,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구 개발과 연구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학 교사 연수

나 써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구 개발이나 활용에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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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studies of mathematics so far have found positive changes in the effectiveness 
of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positive changes in the 
effectiveness of academic achievement or attitudes or attitudes towards mathema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 criteria for the use of the teaching 
aids and to present the teaching aids and the methods for teaching the learning contents 
appropriate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Specifically, it finds the achievement standard suitable 
for the learning contents instruction course of the textbooks of the elementary school 1st and 
2nd graders, finds the available diocese in the standard diocese for the math class, and 
investigates the diocese in use in the present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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