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C <初等數學敎育> J. Korea Soc. Math. Ed. Ser. C:

https://doi.org/10.7468/jksmec.2018.21.3.289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8. 7. 제 21권, 제 3호, 289-307 July. 2018, Vol. 21, No. 3, 289-307

289

1)한국, 싱가포르,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한 지도 방안의 비교 분석

김 숙 진 (광주일동초등학교)

윤 혜 린 (인천원동초등학교)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자연수의 혼합 계산은 초등학교에서 자연수의 사칙 계

산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과 관련하여 국내의 5차부터 2009 개정 수학 교

과서와 국외(일본, 싱가포르) 교과서를 크게 괄호와 연산

순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괄호를 명시

적으로 제시한 횟수와 괄호 도입 시기 및 표현 방법에서

교육과정별로 교과서의 제시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연산

순서와 관련하여 국내 교과서는 대체로 실생활 맥락을 활

용하고 있었고 연산 순서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반면, 싱가포르 교과서는 연

산 순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계산기 활용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일본은 실생활 맥락을 활용하면서 동시

에 연산의 위계 지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한 지도 방안 및

후속 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

심적인 영역은 ‘수와 연산’ 영역이다. 특히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각각 다룬 후 제시되는 ‘자

연수의 혼합 계산’은 자연수의 사칙 계산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학습 내용이다(장혜원, 2016). 더욱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

이 삭제되었기 때문에(교육부, 2015) 자연수의 혼합 계

산은 중학교 1학년에서 제시되는 정수와 유리수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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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산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의 순서를 기계적으로 암

기하고 있어 혼합 계산 문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정기근, 김민정, 노은환, 2007; 백선수, 김원경,

문승호, 2008).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연산을 적용하는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 계산을 어려워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복 연습하여 암기하도록 하는

정도의 지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백선수 외, 2008). 교

사는 학생이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 단순한 암기

가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

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이대현, 2017). 교사의 체계적

인 지도를 위해 교과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황현

미(2013)에 의하면 수학 교과서는 수학 수업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이고, 우리나라 교사들

은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교수요

목기부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

로 분석한 연구(장혜원, 2016), 괄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한 연구(김창수, 강정기, 2016), 연산 순

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고정화, 2012), 혼합 계

산의 순서를 결정하는 동인을 탐색한 연구(고준석, 최

종현, 이승은, 박교식, 2017), 혼합 계산 단원 집필을

위해 국내․외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한 기초 연

구(이대현, 최양혁, 고은이, 2016) 등이 있다. 이와 같

은 선행 연구는 각 연구에서 초점을 둔 내용이나 요소

를 상세히 탐색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교과

서의 내용 중 일부만 다루거나 괄호 또는 연산 순서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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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괄호 및 연산 순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초등학교 5차 수학 교과서1)부터 2009 개

정 수학 교과서까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교

과서를 추가로 비교․분석하여 한국 교과서에서 구현

되지 않는 측면을 탐색함으로써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지도하는 방안 및 추후 교과서 관련 단원 개발에 기초

적인 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연수의 혼합 계산 지도에 관한 연구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연산 순서

에 대한 이해, 각 연산에 대한 개념적 의미의 이해, 연

산과 연산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사고, 연산이 적용되

는 상황에 대한 폭넓은 개념적 이해, 혼합 계산과 실

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등을 필요로 한다(백선수

외, 2008). 이에 근거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자

연수의 혼합 계산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괄호

지도에 관한 연구와 연산 순서 지도에 관한 연구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괄호 지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Dupree(2016)는

괄호는 연산이 아니며 혼합 계산식에서 제일 먼저 계

산될 필요는 없으나 독립적으로 계산되어야만 하는 그

룹의 관습적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교사들은 괄호를

계산 순서가 아닌 ‘하나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고준석 외, 2017), 괄호는 시간적으로 나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먼저 해결하거나 동시에 이루어

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이대현, 2017). 또한, 괄호는 주어진 맥

락 속에서 이해의 대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괄호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위하여 괄호 기호를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혼합 계산식에서 괄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정화, 2012; 김창수, 강정기,

1) 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제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지만 편의를 위해 ‘5차 수학 교과서’ 로 기

술한다. 같은 맥락에서 ‘6차 수학 교과서’, ‘7차 수학 교과

서’, ‘2007 개정 수학 교과서’,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로

기술한다.

2016; 이대현 외, 2017).

연산 순서의 지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에서는 연산 순서의 지도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PEMDAS 기억술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대안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PEMDAS 기억술은 혼합

계산식의 구성 요소인 괄호(Parenthesis), 지수

(Exponents), 곱셈(Multiplication), 나눗셈(Division),

덧셈(Addition), 뺄셈(Subtraction)의 영문 머릿 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학생들은 “Please Excuse My

Dear Aunt Sally”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연산의 순서를

암기한다(Rambhia, 2002). PEMDAS 기억술은 연산 순

서의 개념적 이해를 돕지 못하고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연산 위계에 있어 다른 수준인 것처럼 보이

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Ameis, 2011; Rambhia,

2002). 이에 대한 대안적 지도 방안으로 Ameis(2011)

는 개념적 사고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위계적인 연산

삼각형을 제시하였으며 Rambhia(2002)는 선 그리기

방법을 제안하였다([그림 1]). 선 그리기 방법은 덧셈

과 뺄셈 부호를 중심으로 선을 그려 식을 나누어 차례

로 계산하게 하여 복잡한 식을 단순한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연산 순서의 위계

적인 규칙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Rambhia, 2002).

연산 삼각형

(Ameis, 2011, p. 420)

선 그리기 방법

(Rambhia, 2002, p. 194)

[그림 1] PEMDAS에 대한 대안적인 지도 방법

[Fig. 1] Alternative teaching methods for PEMDAS

국내에는 연산 순서의 도입 방법과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연산 순서를 도입하는 방법

으로는 실생활 맥락을 통해 연산의 순서를 도출할 것

인지 직접적으로 그 규칙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학

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정화(2012)

는 연산 순서의 규칙에 관한 역사적 논의를 고찰한 후

실생활 문제 상황으로부터 연산 순서의 규칙을 이끌어

내는 교과서의 도입 방식은 연산 순서에 관한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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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산 순

서는 특정 상황이나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닌 ‘규칙’임을 강조하며 연산 순서를 직접적으

로 드러내어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

나 김창수와 강정기(2016)는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의

‘자연수의 혼합 계산’ 단원에는 구성주의 사조가 반영

되어 있어서 계산 순서가 규칙일지라도 암기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계산 순서는 상황에서 발생된 산술식과 그에 따른 규

칙의 발견이라는 전개 방식을 취한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개 방식에 동의하여 수학적 표기는 상황 맥

락이 풍부한 이해의 대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

였다. 한편, 계산 순서에 대한 관습적 입장과 개념적

입장에 대해 고준석 외(2017)는 혼합 계산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제시할 때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고려하되

관습적 입장과 개념적 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

여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한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

백선수 외(2008)는 복잡한 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

산자가 2개인 혼합 계산에 대해 계산 순서를 철저히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똑같은 혼합

계산 문제를 순서를 달리하여 계산해보게 함으로써 결

과가 달라짐을 인식하게 하여 인지적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대현 외(2016)와 정기근

외(2007)는 주어진 혼합 계산식을 순서에 맞게 계산하

는 연습 외에도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여 올바른 식을

세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창수와

강정기(2016)는 식의 구성과 표현 활동 속에서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표

준(norm)을 형성해 가는 활동을 권고하였다. 이대현

(2017)은 연산의 위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학생들의 혼합 계산 과

정에서의 오류를 학생의 사고를 이해하고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

다.

이 외에도 혼합 계산과 관련하여 식의 구조와 등호

를 재지도해야 한다는 연구 및 연산 순서와 관련한 오

개념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정화(2012)

는 식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후속 대수 학습에도 중

요하며 식의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Merlin(2008)

의 수형도를 제시하였는데, 이 수형도를 이용한 식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계산 순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

정될 수 있다는 경험의 유용성을 언급하였다. 백선수

외(2008)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나타난 오류에 관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사고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는 능

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혼합 계산이 도입되는 시기에 등호의 의미를 재지

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계산 순서와 관련한

오개념으로는 곱셈이 나눗셈에 선행한다는 것, 덧셈이

뺄셈에 선행한다는 것, 연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괄호는 제일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준석 외, 2017; Dupree, 2016). 그

러나 계산 순서는 괄호,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순으

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해야 함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교사

가 인식하고 지도해야 한다(고정화, 2012; 고준석 외,

2017; Ameis, 2011).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괄호와 연

산 순서 지도 시 실생활 맥락 사용 여부 및 그 구체적

인 지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연수의 혼합 계산’ 단원과 관련하여 우리나

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자연수의 혼합 계산’ 단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

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자연수의 혼합 계산’ 지도 내용

의 변화를 종적으로 분석한 연구(장혜원, 2016), 연산

순서에 초점을 두고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고정화,

2012), 국내 교과서와 국외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개괄

적으로 제시한 연구(이대현 외, 2016)가 있다.

장혜원(2016)은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 추이를 교육

과정 문서에 나타난 범위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5

차 교육과정에서 4학년에서 자연수의 사칙 계산과 그

혼합 계산까지 완성된다는 기조가 마련되었음을 파악

하였다. 또한, 기존 교육과정까지 4학년에 있었던 자연

수의 혼합 계산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

6학년군으로 이동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자연수의 사칙

계산의 완성을 5～6학년까지 미루어 학습 부담을 경감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 관련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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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01-01]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 계

산하는 순서를 알고, 혼합 계산을 할 수 있

다.

-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자연수의 혼합 계산은 계산 순서에 중점을 두고, 지

나치게 복잡한 혼합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

관련 내용(교육부, 2015, pp. 21-22)

[Table 1] Contents related to mixed calculation of

natural number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5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7 개정 수학 교과서까지

분석한 고정화(2012)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5차 교

육과정부터 하나의 단원으로 지도되기 시작하였음을

밝혔다. 분석 결과로서 괄호 도입의 순서를 교육과정

의 변천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보았고, 연산

순서의 규칙은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규칙을 약속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으

며, 특별히 2007 개정 수학 교과서는 이를 도식을 이

용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교환 법

칙이나 결합 법칙 등과 같은 연산의 성질을 알고 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연산 순서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외

울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며 혼합 계산을 중학교 과정

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을 제시하

였다. 이대현 외(2016)는 4차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

과서까지 차시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였고, 국외 교과

서(미국, 중국, 핀란드, 일본, 홍콩)에서 관련 내용을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 특히 자연수의 혼합 계산 지도를

위한 특정 단원의 설정 여부를 간단히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이대현 외(2016)는 괄호 도입 시기에 대해 충

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괄호의 유

무에 따른 혼합 계산의 결과가 달라짐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실생활 문제 상황을

단원 내 일관성을 고려하여 연결 지어 제시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차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

과서에 이르기까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의 핵심적인 학

습 내용인 괄호와 연산 순서 지도 측면에 초점을 두어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교과서(일본, 싱가포르)

는 2009 개정 교과서와 함께 비교 및 분석하여 ‘자연

수의 혼합 계산’의 지도 방안을 탐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는 [표

2]와 같다. 국내 교과서는 5차 수학 교과서, 6차 수학

교과서, 7차 수학 교과서, 2007 개정 수학 교과서,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를, 국외 교과서는 싱가포르와 일본

의 교과서 1종을 각각 선정하였다2).

국가 분석 대상 출처

한국

5차
산수 4-2 교과서 및 교
사용 지도서

문교부(1990a, 1990b)

6차
수학 4-2 교과서 및 교
사용 지도서

교육부(1996a, 1996b)

7차
수학 4-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1a, 2001b)

2007
개정

수학 4-1 교과서 및 교
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a, 2010b)

2009
개정

수학 4-1 교과서 및 교
사용 지도서

교육부(2014a, 2014b)

싱가

포르

My pals are here! Maths 5A
(2nd Ed.)

Kheong,
Ramakrishnan,
Choo(2014)

일본
Study with your friends
MATHEMATICS for
elementary school 4-2

Hitotsumatsu,
Masaki, Akai,
Okada, Machida,
Moriya 외(2011)

[표 2] 분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Table 2] Textbooks and teachers’ manuals to be

analyzed

4학년에서 자연수의 사칙 계산과 그 혼합 계산까지

완성된다는 기조는 5차 교육과정 때 마련되었고(장혜

원, 2016), 5차 수학 교과서에서부터 하나의 단원명을

2) 싱가포르의 Marshall Cavendish Education 출판사의 My

pals are here! Maths 교과서는 최근 논문에서 교과서 비

교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많이 활용(김정원, 권성룡, 2017;

방정숙, 권미선, 김민정, 최인영, 선우진, 2016; 정은실,

2009; 최병훈, 방정숙, 송근영, 황현미, 구미진, 이성미,

2006)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면밀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영문판 교과서를 구한 결과,

GAKKOHTOSHO(학교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검정 교

과서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는 이대현 외(2016)에서 분석

한 동경서적 출판사에서 나온 수학 교과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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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교과서
(문교부, 1990a),
6차 교과서

(교육부, 1996a),
7차 교과서
(교육부, 2001a)

2007 개정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a)

2009 개정
교과서

(교육부, 2014a)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또는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

( )가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

{ }가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괄호가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
혼합 계산식의
계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

[표 4]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한 주요 학습 주제

[Table 4] Main learning topics of mixed calculations in

the domestic textbooks

분석 요소 분석 내용

괄호

지도 시기

괄호는 차시 전개 중에서 어느 시
기에 다루어지는가?

괄호와 연산이 한 차시에 제시될
경우 무엇이 먼저 제시되는가?

도입 방법

괄호 도입 시 실생활 맥락을 사용하
여 괄호의 필요성을 제시하는가?

괄호 도입에 대한 주요 발문 및 내
용을 제시하는가?

표현방법
괄호 사용에 대한 표현 방법은 어
떠한가?

연산
순서

제시 방법
연산 순서를 제시할 때 실생활 맥
락을 활용하여 제시하는가?

규칙의
표현 방법

약속 순서 규칙(약속하기)을 표현한
방법은 어떠한가?

[표 3] 주요 학습 내용별 교과서 분석틀

[Table 3] An analysis framework for textbooks by

major learning contents

가지고 지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고정화, 2012) 5차

수학 교과서부터 비교․분석하였다. 국외 교과서로 일

본과 싱가포르의 교과서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문으로 된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

은 아시아권에 속하면서 최근 PISA와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성취도가 높았기 때문에 국내

교과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2. 분석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을 크게 전반적인 학습 내

용 및 지도 흐름과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흐름

은 각 교과서에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다루는 시기,

각 차시의 주제 및 전개 양상, 전체 차시의 양을 제시

하였다.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분석 요소를 크게 괄호와 연

산 순서로 정하였고 괄호 지도 시기, 괄호 도입 방법,

괄호 사용에 대한 표현 방법과 연산 순서 제시 방법,

연산 순서 규칙의 표현 방법으로 각각의 하위 요소를

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방정숙(2016)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국외 교

과서를 분석할 때는 해당 단원의 흐름, 소재, 활동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접근 방법과 다른 접근 방

법에 초점을 두어 탐색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표 3]의 분석틀

과 함께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경우 추가적

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Ⅳ.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

1.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흐름

5차 수학 교과서, 6차 수학 교과서, 7차 수학 교과

서, 2007 개정 수학 교과서,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

서 다루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 단원의 본 차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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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 일본

지도
시기

4학년 1학기 5A 4-2

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

Order of
Operation
(Whole

Number(2)의
소단원)

Represent
the

Expressions
(Expressions

and
Calcualtions
의 소단원)

쪽수 14쪽 7쪽 4쪽

구성
방식

매 차시
구성이
동일함
(생각열기,
활동1, 계산의
순서, 활동2,
마무리)

학습 내용 별
구성이
유사함
(연산순서
제시, 실생활
문제 제시,
계산기 활용,
연습문제)

학습 내용에
따라 구성이
변화함
(연습 문제
증가, 연산의
규칙을 누적)

[표 5]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교과서에서 혼합 계산의

단원 구성

[Table 5] The unit composition of mixed calculations

in the Korean, Singaporean, and Japanese textbooks

한국 싱가포르 일본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 괄호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

괄호 관련 내용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괄호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 괄호

- -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괄호

- -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소괄호, 중괄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괄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괄호

[표 6]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교과서에서 혼합 계산 단

원의 주요 학습 주제

[Table 6] Main learning topics of mixed calculations in

the Korean, Singaporean, and Japanese textbooks

당하는 주요 학습 주제는 [표 4]와 같다. 5차 수학 교

과서, 6차 수학 교과서, 7차 수학 교과서에서는 <덧셈

과 뺄셈의 혼합 계산>,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과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이 각각 한 차시씩 총 네 개의 차시로 이루어져 있다.

2007 개정 수학 교과서,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는 차

시 내용이 세분화 되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덧셈, 뺄

셈, 곱셈의 혼합 계산>과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분리하여 각각 한 차시씩 다루었다는 것이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에서 다루는 자연수의 혼합 계

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구성 및 지도 시기는 [표 5]와

같다. 한국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4학년 1학기, 싱가

포르는 5학년 1학기, 일본은 4학년 2학기에서 지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연수

의 혼합 계산이 5～6학년군으로 이동되었다는 점은 싱

가포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자연

수의 혼합 계산’이라는 단원명으로 하나의 단원으로

제시되지만 싱가포르와 일본은 대단원 내에 하나의 소

단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분량의 차이로 이어진

다. 본 차시만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14쪽, 싱가포르는

7쪽, 일본은 4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수의 혼

합 계산’을 하나의 단원으로서 가르칠만한 것인지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구성 방식 면에서 한국은 매 차시 동일한 방

식으로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학습 내

용에 따라 구성 방식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연

산 순서 또는 괄호가 제시될 때마다 탐구하기 및 활동

하기 등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학습 내용

에 따라 구성의 변화가 있는데, 괄호의 도입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크고(2쪽) 후반부로 갈수록 연습 문제

의 수가 증가한다.

한국의 주요 학습 주제는 [표 6]과 같이 6개로 나누

어 제시할 만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싱가포르와 일본

은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 <덧셈, 뺄셈, 나

눗셈의 혼합 계산>을 나누어 제시하지 않고 <덧셈, 뺄

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으로 제시하였다. 괄호

의 경우 한국은 괄호를 포함하지 않은 <덧셈, 뺄셈, 곱

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차시를 제외한 모든 차시에

서 연산의 순서와 괄호를 함께 제시하고 있고, 싱가포

르와 일본은 괄호의 도입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괄호

를 매번 제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는 <덧

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학습한 후에

괄호를 제시한다. 일본은 괄호의 필요성과 사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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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계산

유형

교과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

곱셈

덧셈과 뺄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

단독차시

괄

호

도

입

순

서

5차 괄호→연산 괄호→연산 괄호→연산 괄호→연산 연산→괄호 -

6차 연산→괄호 연산→괄호
연산, 괄호

함께 제시

연산, 괄호

함께 제시
연산→괄호 -

7차 연산→괄호 연산→괄호 괄호→연산 괄호→연산 연산→괄호 -

2007개정 - - - -
연산, 괄호

함께 제시
괄호3)

2009개정 연산→괄호 연산→괄호 연산→괄호 연산→괄호 연산만 제시 괄호

괄

호

도

입

맥

락

5차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

6차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

7차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

2007개정 - - - - 직접적 제시 실생활 맥락

2009개정 직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 실생활 맥락

* 음영 표시는 명시적 표현 방법을 나타낸 것임(Shades in the cell refer to explicit representation)

[표 7] 괄호에 대한 교과서 분석(도입 시기, 표현 방법, 실생활 맥락 활용)

[Table 7] Analysis of textbooks related to parenthesis: introduction, representation methods, and use of context

을 제시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을 학습하게 한 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과 괄호를 함께 다시 학습함으로써 연산 순서를

전체적으로 제시한다.

2. 주요 학습 내용별 교과서 분석

  
가. 국내 교과서

1) 괄호와 관련된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자연수의 혼합 계산의 지도 방안을 괄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한 차시 내에서 괄호의 도

입 순서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5차 수학 교과서에

서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에서 괄호를 먼저 제

시한 후, 연산 순서를 다루며 괄호에 대한 약속은 1차

시에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한편, <덧

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는 연산 순서

를 먼저 제시하고, 소괄호, 중괄호에 대한 약속을 제시

한다. 6차 수학 교과서는 5차 수학 교과서와 달리 연

산을 먼저, 괄호를 나중에 제시하고 괄호 사용에 대해

명시하였지만,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과 <덧

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는 괄호 사용에 대

해 명시하지 않고 연산과 괄호를 동시에 사용하여 계

산 순서를 지도하도록 한다. 7차 교과서의 <덧셈과 뺄

셈의 혼합 계산>,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 차시

에서는 6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연산 순서를 제

시하고 그 뒤에 괄호를 제시한다.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과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

는 괄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연산 순서의

규칙을 약속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다룬다는 점에서

6차 교과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07 개정 교과서에

서는 연산 순서를 먼저 학습하고, 5차시에 소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을 제시하여 괄호를 단독 차시로 제시

한 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

연산과 괄호를 동시에 다룬다는 특이점이 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연산의 순서를 학습하는 첫 차시부

터 괄호를 함께 제시하되 일관되게 연산 순서를 먼저,

괄호를 나중에 제시하고 있다.

괄호 도입에 대한 실생활 맥락 사용 여부를 살펴보

면, 5차 수학 교과서, 6차 수학 교과서, 7차 수학 교과

서에서는 대부분 실생활 맥락을 활용하여 괄호를 도입

한 반면,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괄호 사용 규

칙을 실생활 맥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시하

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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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도입을 위한 주요 발문 및 내용의 유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5차 수학 교과서, 6차 수학 교과서,

7차 수학 교과서에서는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때 괄호는 먼저 계산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하여 괄

호의 필요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차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괄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괄호가 있는 식에

서는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학생이 스스로 발

견하도록 할 것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하나의

문제로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발견하기 어려

워 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발

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괄호의 필요성을 경험하는 과정을 중요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5차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괄호 도입(문교

부, 1990b, p. 80)

[Fig. 2] Introduction of parentheses presented in the

5th teachers’ manual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 괄호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차이점은 괄호가 있는 식을 앞

에서부터 계산한 경우와 괄호부터 계산한 경우 계산의

결과값이 다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괄호 사용에 대해

학생들과 합의하여 약속할 것을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3]).

3)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 괄호는 <덧셈, 뺄셈, 곱셈, 나

눗셈의 혼합 계산> 이전 차시에 제시되지만, 표의 구성에

서 뒤에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2007 개정 수학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10a, p. 85)

2007 개정 수학 교사용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10b, p. 249)

[그림 3]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괄호 도입

[Fig. 3] Introduction of parentheses presented in the

2007 revised textbook and teachers’ manual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두 식을 하나의 식으

로 나타내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괄호의 사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대신, 괄호를 사용한다는 표

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괄호가 없는 식과 있는 식

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괄호의 유무에 따라 계

산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 괄호가 있는 식

에서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

시키는 정도로 해석되며 괄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괄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괄호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횟수, 괄호 도입 시기는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

다. 5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7 개정 수학 교과서까지

는 괄호를 실생활 맥락에서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괄호의 필요성을 경험하도록 구성하여 괄호 사용에 대

한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2009 개정 수학 교과

서에서는 괄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괄호의 필요성

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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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계산 유형

교과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

곱셈

덧셈과 뺄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

순서

제시

5차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6차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7차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2007 개정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직접적 제시

2009 개정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실생활 맥락

[표 8] 연산 순서의 제시에 대한 실생활 맥락의 활용

[Table 8] Use of real-life contexts in addressing the order of operations

[그림 4]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괄호 도입(교육부, 2014a, p. 151)(교육부,

2014b, p. 313)

[Fig. 4] Introduction of parentheses presented in the

2009 revised textbook and teachers’ manual

2) 연산 순서와 관련된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연산 순서의 제시에 대한

지도 방안 중 실생활 맥락의 활용 여부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연산 순서에는 ‘자연수 범위

에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

로 계산한다.’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된 계

산은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을 먼저 한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 이와 같은 연산 순서를 직접적으

로 제시한 방법과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식으로 표

현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의 경우, 5차 수학 교과

서부터 2009 개정 수학 교과서까지 모두 실생활 맥락

의 문장제를 활용하여 연산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

용된 실생활 맥락은 5차 수학 교과서는 구슬의 합과

차, 6차 수학 교과서는 학급 문고 책의 합과 차, 7차

수학 교과서와 2007 개정 수학 교과서는 버스 승객의

합과 차,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는 야영 가는 학생 수

의 합과 차이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교과서가

문제 상황의 식을 세우는 장면을 두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그림 5]),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식보다

한 개의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을 때 편리함을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여 혼합 계산의 필요성을 암묵적으

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5

차 교사용 지도서에 연가산은 교환성이 있기 때문에

계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좋다는 연산의 성질을 제시한

점이며,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연산의 순서를

서로 달리 했을 경우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식은 앞에서

부터 차례로 계산한다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약

속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5] 두 단계로 제시한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

의 예(교육인적자원부, 2001a, p. 76)

[Fig. 5] Example of mixed calculation of addition and

subtraction presented in two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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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수학 교과서-한 단계의 식(문교부, 1990a, p. 48)

7차 수학 교과서-두 단계의 식(교육인적자원부, 2001a, p.
80)

2009 개정수학교과서-세단계의식(교육부, 2014a, pp.
156-157)

[그림 7] 덧셈, 뺄셈, 곱셈 또는 덧셈, 뺄셈, 나눗셈
의 혼합 계산의 예
[Fig. 7] Example of mixed calculation of ‘addition,
subtraction, and multiplication’ or ‘addition,
subtraction, and division’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의 경우, 특징적인 점

은 6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9 개정 수학 교과서까지

모두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활용하여 연산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5차 수학 교과서는 실생활 맥락

의 활용 없이 곱셈이나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산 순서를 직

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그림 6]). 사용된 실생활

맥락을 살펴보면, 6차 수학 교과서는 한 사람에게 나

누어준 귤의 수, 7차 수학 교과서는 모둠에 나누어준

딸기의 수, 2007 개정 수학 교과서는 현장학습 버스에

배치한 쓰레기봉투의 수,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는 보

트를 타는 데 필요한 노의 수이다. 한 가지 공통점은

7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9 개정 수학 교과서까지 문제

상황의 식을 세우는 장면을 두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는 점이다. 특이한 점은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식의 지도 방안과 마찬가지로

연산의 순서를 서로 달리 했을 경우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

산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고 합의하는 과정

을 통해 약속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연산 순서의 규칙을 제

시하기 전에 수직선으로 문제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아

보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6] 실생활 맥락 없이 5차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의 예(문교부, 1990a, p. 47)

[Fig. 6] Example of mixed calculation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without real-life contexts in the 5th

mathematics textbook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과 <덧셈, 뺄셈, 나

눗셈의 혼합 계산>의 경우, 5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9

개정 수학 교과서까지 모두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활용하여 연산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의 혼합

계산의 유형을 5차 수학 교과서에서 7차 수학 교과서

까지는 한 차시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와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두 차시로 나

누어 각각 한 차시씩 지도하고 있다. 식을 만드는 장

면은 5차 수학 교과서는 한 단계, 6차 수학 교과서와 7

차 수학 교과서는 두 단계,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와

2009개정 수학 교과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두 단계 혹은 세 단계의 식을 하나의 혼합 계

산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연산 순서를 제시한다

([그림 7]). 이는 세 개 이상의 연산의 혼합 계산식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려 단계별

로 식을 세워보는 학습으로 변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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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

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한 연산의 순서 표현(교육과학

기술부, 2010a, p. 89)

[Fig. 9] Representation of the order of mixed

calculation with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in the 2007 revised textbook

5차 수학 교과서(문교부, 1990a, p. 45)

6차 수학 교과서(교육부, 1996a, p. 2)

7차 수학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1a, p. 76)

2007 개정 수학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10a, p. 77)

2009 개정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4a, p. 151)

[그림 8] 덧셈과 뺄셈 혼합 계산에 대한 연산의 순서

표현 방법

[Fig. 8] Representation of the order of mixed

calculation with addition and subtraction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5차 교사용 지도서에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가감승제가 섞여 있는 식에서 곱셈, 나눗

셈을 먼저 계산하는 이유를 학생에게 수학적으로 말하

기는 어렵고 문장제 해결 과정을 통해 이해하게 하여

약속으로 여기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이전 차시의 학습과 마

찬가지로 수직선으로 문제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아보

게 하고 여러 식을 하나의 혼합 계산식으로 만들고 계

산 순서를 서로 달리 했을 경우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

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연산 순서의 규칙을 이끌도록

제시하고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의 경우, 5

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7 개정 수학 교과서까지는 실

생활 맥락의 활용 없이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

여 사칙 계산이 모두 섞인 혼합 계산의 문제를 통해

연산 순서를 바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2009 개정 수

학 교과서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통해 연산 순서

를 제시한다. 특이점은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사칙 계산이 섞

여 있는 혼합 계산식을 제시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계산하면 편리한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또한 계산 순서를 달리 하였을 때의

서로 다른 계산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어떤

계산 순서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지금까지 학습한 연산 순서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이끌고 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의 연산 순서 규칙의 표현 방법

을 비교하기 위하여 지난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계산 순서에는 ‘자연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곱

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된 계산은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을 먼저 한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

이러한 연산 순서의 규칙에 근거하여 모든 교과서에서

연산 순서의 규칙을 동일한 방식(앞에서부터, 왼쪽부

터)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차이점은 7차 수학 교과서,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

서는 서술과 함께 계산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식화하여 연산 순서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

다([그림 8]).

또한,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덧셈, 뺄셈, 곱

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의 연산 순서의 규칙은 도식

화한 것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림 9]의

(2+6)과 2×5 중 어느 것을 먼저 계산해도 결과값은 같

지만, 앞서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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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괄호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교육부, 2014a, p. 151)

싱
가
포
르

괄호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Kheong et al., 2014, p. 54)

일
본

괄호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제시하기
(Hitotsumatsu et al., 2011, pp. 7-9)

[그림 11] 각 나라별 괄호 사용에 대한 표현 방법

[Fig. 11] Descriptions of the use of parentheses in the

Korean, Singaporean, and Japanese textbooks

[그림 10] 일본 교과서의 괄호 도입 사례

[Fig. 10] Introduction of parentheses in the Japanese

textbook (Hitotsumatsu et al., 2011, p. 6)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 약속한 곱셈이나 나눗

셈을 먼저 계산한다는 규칙과,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

를 먼저 계산한다는 약속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국외 교과서

1) 괄호와 관련된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은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 실생활 맥락을

사용하지 않고 괄호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을 제시하여

결과값이 달라짐을 통해 괄호를 도입하고([그림 4]),

중괄호를 지도하기 위한 괄호단독 차시에서만 실생활

맥락을 활용한다([표 7]). 싱가포르는 실생활 맥락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괄호 사용 규칙은 직접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실생활 맥락의 문제를 활용하여 계산하

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실생활 맥락을 활용한

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그림 10]과 같이

실생활 맥락을 활용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 방법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여 괄호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괄호 사용에 대한 표현은 [그림 11]과 같으며 한국

은 차시마다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

회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괄호 사용에 대한 표현을

제시하고, 이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

산>에서 괄호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계산

순서에서 괄호 사용에 대해 다시 언급하여 반복적으로

누적하여 괄호 사용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괄호 사용에 대한 표현을 해석하면, 한국과 싱가

포르는 ‘( )가 있는 식은 ( )를 먼저 계산한다.’ 로,

일본은 ‘처음에 계산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 )를

사용한다.’ 이다. 이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을 하나의 규칙처럼 제시하지만, 일본은 괄호가 단

지 먼저 계산할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의 수단으

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나라별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 특이점 및 연습문

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괄호가 있는 식과 없

는 식의 계산 순서를 비교하여 결과값에 대해 논의하

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을 포함하며 일본은 빈칸을 두어 학생이 수식을 만들

어 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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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특이점 및 연습 문제 유형

한
국

괄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논의하기 및 식 세우고
계산하기(교육부, 2014a, p. 151)

싱
가
포
르

계산기 활용법 및 문제 해결 후 계산기로 확인하기
(Kheong et al., 2014, p. 55)

일
본

괄호가 포함된 빈 칸 제시하기 및 수학 이야기 만들기
(Hitotsumatsu et al., 2011, p. 7)

싱
가
포
르

계산기 활용을 강조하기(Kheong et al., 2014, p. 51)

일
본

연산의 위계 지도를 강조하기
(Hitotsumatsu et al., 2011, p. 7)

[그림 13] 일본,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연산 순서와 관련

된 특이 사항

[Fig. 13] Noticeable aspects related to the order of

operations in the Japanese and Singaporean textbooks

한국은 마무리 문제에서 주어진 글을 통해 식을 세

우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주어진 수식

을 해결하고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괄호가 포함된 수식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

금 적절한 수학 이야기를 만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각 나라별 지도 특이점 및 연습 문제 유형
[Fig. 12] Noticeable instructional aspects and types of
exercises in the Korean, Singaporean, and Japanese
textbooks

2) 연산 순서와 관련된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

에 대한 비교․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연산 순서를 제시

할 때 모든 학습 내용에서 실생활 맥락을 사용한다.

싱가포르는 모든 학습 내용에서 연산 순서를 직접

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실생활 맥락의 문제

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 계산기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

산기는 연산 순서를 자동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하지

는 않으므로 계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연산 순서

를 생각하여 계산기에 숫자와 연산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 단원에 제시되

었다([그림 13]). 싱가포르 교과서의 활동은 ‘연산 순

서의 직접적 제시-실생활 문제에 나타난 상황을 식

으로 표현-표현된 식을 계산기로 계산-다양한 문제

를 지필로 풀어보고 이를 계산기로 검산’의 순으로

이어진다.

일본은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의 경우, 앞에서

부터 차례로 계산한다는 연산 순서를 명시적으로 제시

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생활 맥락을 통해 괄호의 필요

성을 알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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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연산 순서 제시하기

(교육부, 2014a, p. 160)

싱
가
포
르

연산 순서 제시하기
(Kheong et al., 2014, p. 52)

일
본

연산 순서 제시하기
(Hitotsumatsu et al., 2011, p. 9)

[그림 14] 각 나라별 연산의 순서 제시 방법

[Fig. 14] Descriptions of the order of operations in

the Korean, Singaporean, and Japanese textbooks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의 경우,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식으로 표현하며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

산되어야 한다는 연산 순서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학습한 후 괄호까지 포함한 모든 연산의 혼합 계산식

의 연산 순서는 실생활 맥락 활용 없이 [그림 14]에서

처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점은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의 경우 단독으로 지도

하지 않고 연습 문제로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는 연산 순서는 관습적으

로 사용되어 특별히 강조점을 두어 지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림 13]과 같이

일본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 지도 시, 덧셈(뺄셈)과 곱

셈(나눗셈)의 위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각 학습 내용과 관련한 연

산 순서의 규칙을 실생활 맥락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연산 순서의 규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생활 문제에 드러난 혼합계산식을 계산

기 활용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산 순서를 내면

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일본은 연산 순서의

규칙을 실생활 맥락을 통해 도출하지만 연산의 위계와

관련한 규칙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각국은 연산 순서의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진술 방식도 동일하였다([그림 14]). 차이점

은 연산 순서의 제시 횟수로서 이는 교과서의 차시 전

개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지도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는 한국은 연산 순서의 규칙을 차시마다 제시하여

다섯 번 제시하고 있으며([표 7]), 싱가포르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지

도하므로 세 번 제시하였다. 일본은 앞에서 차례로 계

산한다는 규칙보다는 연산의 위계와 관련한 규칙에 초

점을 두고 있으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지도와

괄호를 포함한 모든 연산의 혼합 계산에서 종합 정리

한 내용으로 한 번, 총 두 차례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의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5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9 개정 수

학 교과서를,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 교

과서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를 분석

한 결과, 단원 내에서 괄호의 제시 순서 및 괄호 사용

의 표현 방법이 교육과정별로 교과서의 제시 방식이

다르며 일관된 흐름이 없었다. 특별히 실생활 맥락을

통해 괄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괄호를 도

입했던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2009 개정 수학 교

과서는 괄호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연산 순서의 규칙은 두 단계 혹은 세 단계의 식으로

표현한 실생활 맥락의 문제 상황을 하나의 식으로 표

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은 교과

서마다 유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국외

교과서도 자연수의 혼합 계산 관련 단원에서 괄호와

연산 순서를 강조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일본은 독립

적인 단원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지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이와 더불어 나라별로 의미 있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수

의 혼합 계산을 지도하는 방안 및 차기 교과서의 관련

단원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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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연수의 혼합 계산과 관련한 학습 내용의 통

합 및 경감을 통해 학습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학습량 감소의 취지에

따라 한 학기에 8개 단원에서 6개 단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7차 수학 교과서와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자연수의 혼합 계산’과 ‘규칙 찾기’의 두 단원

이 하나의 단원으로 합쳐졌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자연수의 혼합 계산과 관련한

학습량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

나의 예로, 2007 개정 수학 교과서부터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과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

산>을 분절적으로 제시하는 차시 구성이 유지되고 있

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외 교과서는 이를 통합하여

제시한다. 곱셈의 계산이 나눗셈의 계산에 선행한다고

인식하는 연산 순서와 관련한 오개념이 있으므로

(Dupree, 2016), 현재 두 차시로 분리된 학습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

산>에서 연산 순서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산 순서의 규

칙을 각 차시마다 제시하여 5번 제시하고 있으나 싱가

포르는 3번, 일본은 2번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

습 내용의 분량 차이에 기인한다. 더불어, 괄호와 관련

한 학습 내용이 다소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도 학

습량 감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계산 순서를 조금 더 명

확하게 이해시키고자 각 차시마다 괄호를 제시하며,

조금 더 복잡한 식에서 괄호 차시를 별도로 한 차시를

정하여 괄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으나(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괄호 지도와 관

련하여 교육과정별 교과서마다 일관된 흐름이 없었으

므로 학습량 감소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습 내용의 통합 및 경감을 고려한다면 자연수

의 혼합 계산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정

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우 ‘자연

수의 혼합 계산’을 대단원의 소단원 중 하나로 제시하

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괄호 도입 및 연산 순서를 지도할 때 실생활

맥락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괄호 도입과 관

련하여,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는 괄호 사용에 대한

표현을 실생활 맥락과 관련 없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괄호의 필요성을 인

식하기가 어렵다. 괄호의 개념 형성과 그 필요성을 부

각하기 위해서는 실생활 맥락이 유용하다(김창수, 강정

기, 2016). 일본 교과서처럼 실생활 맥락을 제시하고

학생의 계산 방식에 따라 괄호가 있는 혼합 계산과 괄

호가 없는 혼합 계산을 함께 제시하되, 2009 개정 수

학 교과서처럼 괄호에 의해 달라지는 계산 결과를 비

교하게 하는 지도 방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이대현

외, 2016). 또한 연산 순서의 제시와 관련하여, 실생활

맥락의 문제 상황은 혼합 계산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정도로 활용될 수 있고(고정화, 2012), 규약인 연산 순

서를 학생들이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김창수, 강정기, 2016). 5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에 이르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대부분

실생활 맥락의 문제 상황을 통해 연산 순서를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산자가 혼합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 제시되는 연산 순서의

규칙은 학습한 연산의 순서를 종합하는 내용으로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를 제외한 5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7

개정 수학 교과서, 싱가포르, 일본까지도 실생활 맥락

활용 없이 규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혼합

계산 중 연산자가 많이 포함된 계산식은 실생활과 연

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일상용어로 제시함

으로써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한국과학창의

재단, 2015),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까지 실생활 맥락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현 방법을 기술함에 있어 괄호 사용과 연산

순서 규칙에 대해 각각의 학습 내용의 특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괄호는 연산이

아니라 혼합 계산식에서 독립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그룹의 관습적 표현인데 연산 순서와 관련하여 괄호는

제일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오개념이 있다

(Dupree, 2016). 괄호를 연산 규칙으로 보는 우리나라

와 싱가포르와 달리 일본은 괄호를 먼저 계산할 부분

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준석 외(2017)의 연구

에서 괄호의 의미를 ‘하나의 집합’으로 사용할 것과 이

대현(2017)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괄호 사용의 규약을

알고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 내용과 일맥상

통하다. 또한, 연산 순서의 규칙 표현에 대해 연산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식화하여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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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식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후속 대수

학습에도 중요하며 식의 구조적 분석은 계산 순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고

정화, 2012). 이에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처럼 계산 순

서의 규칙을 제시할 때 혼합 계산식을 도식화하는 방

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산 방식이 드러난 실생활 문제 상황을 제시

하고 학생이 스스로 식을 세우고, 식을 통해 문제 상

황을 만들어보는 학생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주

어진 조건을 사용하여 올바른 식을 세워보는 활동과

(이대현 외, 2016; 정기근 외, 2007), 주어진 식에 알맞

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그 과정을 검증하

는 문제 만들기 활동은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중요하

기 때문이다(교육부, 2015). 일본에서는 주어진 혼합

계산식에 대한 문제 상황을 만들어 보는 활동 및 연습

문제까지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를 수학 익힘책이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한다면 교과서 지면상의 한계를 극복하

면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연수의 혼합 계산

을 지도하는 것은 정보 처리 능력 신장 및 계산 순서

를 내면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연수의 혼합 계

산은 사칙 계산이 완료됨을 의미하므로 계산 능력의

배양보다는 계산 순서의 내면화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

여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계산기에 주어진 혼합 계

산식의 계산 순서에 맞게 숫자와 연산자를 입력하여

해결한 결과와 지필로 해결한 결과와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계산 순서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의 ‘자연수의 혼합 계산’ 단원에

도 계산기를 활용한 문항이 존재하나 이는 계산 순서

의 내면화가 아닌 ‘규칙 찾기’에 관한 것이다. 교과서

에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 순서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활동을 구성한다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

조하는 정보 처리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자연수의

혼합 계산’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괄호와 연산

의 순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5차 수학

교과서부터 2009 개정 수학 교과서, 싱가포르, 일본 교

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수의 혼합

계산 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자연수의 혼합 계산 지도 및 차기 교과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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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ixed calculation of natural numbers is important in that it completes arithmetic calculation 
of natural numbers in elementary school,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its instruction 
methods. Given this, this study analyzed Korean mathematics textbooks (from the fifth textbooks to the 
2009 revised textbooks) along with Japanese and Singaporean textbooks in terms of the parentheses and 
the order of operations regarding mixed calculation of natural numb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introducing the parentheses and representing them in an explicit way per 
textbooks. In the Korean textbooks, the order of operations was presented mostly with the real-life 
contexts but it was not always in a diagrammatic representation. In contrast, in the Singaporean 
textbooks, the order of operations was presented without the real-life contexts and the use of calculators 
was emphasized. In the Japanese textbooks, the order of operations was presented with the real-life 
contexts and a hierarchy of operations was emphasiz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of textbook 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methods regarding mixed calculations of 
natural number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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