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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가 제공하는
평면도형의 학습기회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조진우1)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가 제공하는 평면도형에 대한 학습
기회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 초등학교 1∼2학년에 포함된 평면도형에 대한 학습은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기
하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수학학습은 의미의 문제와 관련되
고 의미에 관한 활동은 기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호학적 분석
은 의미에 대한 문제를 정교하게 기술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호
학의 관점과 도구를 채택하고, 사용한다. 교과서 활동이 요구하는 기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 활동이 제공하는 학습기회의 의의를 드러내 기술할 수 있고,
겉으로 유사해 보이는 학습기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에서 제공되는 학습기회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그리고 후속연
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평면도형, 수학교과서, 학습기회, 기호작용

Ⅰ. 서

론

학교수학의 한 내용영역인 기하에서는 3차원 이하의 공간과 이 공간에서 정의되는 도형
그리고 이들에 관한 구조, 관계, 성질들을 다룬다. 공간과 공간에서의 대상에 대한 경험은
일상에서 시작되고, 경험된 바는 관찰과 조작 그리고 실험을 통해 탐구되며, 탐구된 바는
논리에 의해 조직된다. 이 여정을 통해 학교수학에서 기하의 직관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
이 모두 강조된다. 기하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공간에 대한 직관과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수학적·과학적 탐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기하교육은 중요하다(우정호, 2017).
초등학교에서 기하교육은 공간 그 자체보다는 도형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형식적이기
보다는 직관적이고 비형식적으로 다루어진다. 초등학교 기하에서 도형은 평면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구분되고, 저학년과 중학년에서는 평면도형이, 고학년에서는 입체도형이 주로 다
루어진다. 다만, 입체도형은 1학년 1학기에 그리고 평면도형은 1학년 2학기에 다루어진다
는 점에서 비형식적인 대상으로서는 입체도형이 먼저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상들이 우선적으로 3차원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
럽다. 그러나 1학년을 제외하고,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공간도형이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1)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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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하교육은 평면도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지향과 목표 그리고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교사의 교수학적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Thompson et al., 2012). 특히, 수학교과서는
많은 교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로, 다른 자료들 보다 수학
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egle, 1973).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이
해는 교사의 수업 실천과 수업 내에서의 교수학적 결정을 교육과정과 일관되도록 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교육적 의도를 충분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
(Schmidt et al., 2001)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동일한 수업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
다(Thompson & Senk, 2014). 수학 수업은 교사, 학생, 수학 등 다양한 수업 요소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Cohen et al., 2003), 교과서는 수업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실에서 구현된다(Rezat &
Sträßer, 2012). 특히, 문서화된 교육과정으로서 교과서는 교사에 의해 매개되어 학생의
학습기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실행된다(Remillard, 2005; Tarr et al., 2006). 비록 교과서 분
석이 실제 수학 수업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다루어지는 수학적 내용
의 범위, 교과서에 포함된 활동이나 문제, 설명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특징을
기술하거나 교과서가 제공하는 학습기회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Thompson et al.,
2012).
초등학교 수학의 기하 영역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찰
과 제안을 다룬 연구(김수미, 정은숙, 2005; 강문봉, 김정하, 2015), 기하학습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주목한 연구(최수임, 김성준, 2012),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최병훈 외, 2006), 수학
교과서의 지도 내용의 비판적 분석에 대한 연구(권석일, 박교식, 2011), 수학교과서의 수학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권유미, 안병곤, 2005), 삼각형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김지원, 2016) 등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 중 다수
는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의 기하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저학년에서의 평면도형 지도를
초점으로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권유미와 안병곤(2005) 그리고 김
지원(2016)이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들은 교과서가 제공하는 학
습기회가 아닌 학생들의 인식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평면도형에 대한 학습이 이후 기하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점과 수학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제공하는 평면도형에 대한 학습기회에 주목하였다. 특히 교과서가 제공하는 기회가 학생
들이 물체나 모양을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평면도형으로 조직하는 추상화 과정에 기여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교과서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호작용에 주목한 것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수학 학습의 일부일 뿐 아니라, 수
학 학습을 그 자체로 기호화와 해석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김선희, 이종
희, 2003)을 고려한 것으로, 교과서 활동에서 요구하는 기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이 활동
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를 기술하고 분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를 중심으로 1∼2학년에서의 평면도형 지도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와 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평면도형에 대한 학
습기회 중 일상적인 사물에서 평면도형으로의 추상화와 관련된 일부 사례들을 기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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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도구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에서 제
공되는 학습기회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기회와 수학교과서
학습기회(Opportunity to Learn)는 학습과 평가 사이의 일관성을 기술하고, 측정하기 위
해 도입된 용어로(McDonnell, 1995), 초기에는 학생들이 평가에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았는지를 뜻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평가와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맥락 이외에서도
학습기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교육과정, 수업의 질,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Banicky, 2000). 학습기회는 개념적으로 교수와
학습 사이에 위치하여, 교수와 학습 사이의 관계를 학습기회에 매개된 구도로 볼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과 수업 자료 등의 잠재성을 다룰 수 있게 한다.
수학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수업에서 사용되는 주된 자료로서 교사의 수업과 학
생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Schmidt et al., 1997; Stein et al., 2007; Thompson &
Huntley, 2014).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르칠지를 안내하여 수
업의 기본 “골격(Skeleton)”을 제공하고(Schmidt et al., 1997), 수학교사의 수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과서는 교육과정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Reys
et al., 2004). 예를 들어,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확인하고 지도 순서와 수업 활동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시할 과제를 결정하는데 교과서를 활용하고(Grouws et al., 2004; Li, 2000),
이 과정에서 교과서는 교사의 의사결정을 안내한다. 또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수학적 개념, 정리, 법칙, 성질 등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참고하고 해결할 예
제와 문제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서는 교수학습 과정에 관여한다(Törnroos,
2005). 그러나 교과서는 수업의 다양한 측면들을 부분적으로 결정하고, 교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매개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관여하지만, 학습을 보장하거나 결정하지는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과서가 제공하는 활동은 학습에 대해 어떤 잠재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이를 수학교과서의 학습기회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과서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수학교과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Van Dormolen, 1986; Schmidt
et al., 1997; Valverde et al., 2002; Pepin & Haggarty, 2001; Charalmbous et al., 2010). 이
방법들은 우선 수학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범주를 구분하고, 각 범주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Van Dormolen(1986)은 수학교과서 분석을 위한 범주
로 이론적 측면, 알고리즘적 측면, 방법론적 측면, 의사소통적 측면을 구분하였고,
Valverde et al. (2002)은 교과서에 제시된 교실 활동,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양과
제시 방식, 내용의 순서, 교과서의 물리적 특성, 요구수준의 복잡도로 구분하였다.
Charalambous et al. (2010)은 제안된 방법들을 분석하여, 교과서 분석을 위한 접근을 수평
적 분석, 수직적 분석, 맥락적 분석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수평적
분석은 교과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내용영역과 특정 주제가 다루어
진 쪽수, 교과서 내용의 조직 방식 등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직적 분석은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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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으로, 교과서가 특정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 다루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맥락적 분석은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
하는 것으로 수업 맥락에서 교과서의 사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학교과서의 학습기회를 분석하는 것은 Charalambous et al.(2010)의 범주에서 수평적
분석과 수직적 분석에 해당된다. 선행연구들은 수학교과서의 학습기회를 특정 내용의 학
습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의 양과 그 성격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Charalambous et al.,
2010; Ding & Li, 2010; 김구연, 전미현, 2017).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1∼2학년에서 제공하는 평면도형에 관한 학습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수평적
분석을 시행하고, 이 중 특정 사례에 대해 이 학습기회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작용을 분석
함으로써, 수직적 분석을 실시한다. 수학 학습을 일종의 기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특정 교과서 활동이 어떤 학습기회를 제공하는지를 분명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활동에 내재한 기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학
습기회의 내적 구성을 살펴본다.

2. 기호학적 관점과 삼원적 관계로 본 기호작용: Peirce와 Frege
수학은 언어, 다이어그램, 수학 기호 등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수학 학습은
기호 사용의 학습을 포함한다. Duval(2008)에 따르면, “수학적 사고는 항상 기호학적 표현
을 다른 기호학적 표현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수학과 수학 학
습에서 기호의 중요성과 역할은 단순히 수학적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다
음과 같이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수학의 지적 대상이 갖는 고유한 특성 그리고 사고와 기
호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수학적 대상은 기호 사용 없이 접근할 수 없으며
(Duval, 1995), 기호는 사고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넘어 사고와 의사소통의 분리
불가능한 일부로서 그 역할을 갖는다(Vygotsky, 2011). 기호학적 관점에서 학습기회를 보는
것은 수학 학습에서 기호와 기호작용의 역할을 드러내 줌으로써 수학 학습 과정을 이해하
는 추가적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수학 교육에서 기호학적 접근은 구조적 수학에 대한 분명한 대안으로 …
교실에서 담론과 지향적 이해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의 수단과 도구를 동
등하게 강조하고 … 기호학적 접근은 암묵적 학습의 문제를 새롭고 유망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Seeger, 2008, pp. 14-15).
Peirce는 기호작용을 세 가지 요소인 대상(object), 표현(representamen 또는 sign), 해석
체(interpretant)를 이용한 삼원적 모델로 설명한다(Peirce, 1998). 삼원적 모델은 역동적인
기호의 해석 과정과 사용 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여(김선희, 이종희, 2003). 선행연구에
서는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김선희, 이종희, 2003; 김
수민, 김선희, 2018; 박진형, 이경화, 2013; 최병철, 2017). 구체적으로, 삼원적 모델에서 해
석체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개념 발달 과정을 분석할 수 있고, 표상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수학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박진형, 이경화, 2013; 최병철, 2017).
기호작용을 세 가지 요소로 기술하는 것은 Frege의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Peirce와 유사하다(Iori, 2017). Frege는 기호의 의미(sense, Sinn)와 기호의 지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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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edeutung)을 구분하는데 이는 Peirce의 해석체와 대상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Peirce은 대상과 표현의 두 항에 해석체라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Frege
는 의미라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기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삼원적 모델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문장 또는 기호작용에 대한 분석에서 Peirce의 해석체는 Frege의 의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기호학적 관점은 주로 수업에서의 교수·학
습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Peirce의 삼원적 모델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이 아닌 수학교과서의 학습기회를 분석하기에, 단어와 문장의 의
미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 Frege의 삼원적 모델을 함께 사용한다.2)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이원적 모델로 기술하는 Saussure의 관점과 달리 세 가지 요소로
기술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한 표현과 의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Frege는 기호의 의미(sense, Sinn)와 기호의 지시체
(Reference, Bedeutung)를 구분함으로써(Frege, 1948), “금성은 샛별이다.”와 같은 문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금성과 샛별은 서로 다른 단어지만 공통적
으로 ‘금성’이라는 대상을 지시체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금성은 샛별이다.”라는 문장
은 금성이 아침에 보이는 별이라는 의미를 진술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샛별이
‘금성’을 지시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Frege는 표현의 의미와 지시체를
구분하여, 샛별이라는 표현의 지시체는 ‘금성’이지만, 샛별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아침에
보이는 별이라고 둠으로써, “금성은 샛별이다.”라는 문장이 어떻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금성’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인 금
성이라는 기호에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면서 그 의미와 표현이 다른 기호들이 문장에서
결합함으로써 ‘금성’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창출될 수 있게 된다.3) 삼원적 관계로 본
기호작용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삼원적

관계로

본

기호작용

2) 본 연구에서 수학교과서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과 이 텍스트를 학생이 읽
었을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식 과정의 두 측면을 고려한다. 전자는 Frege의 관점에 그리
고 후자는 Peirce의 관점에 부합한다.
3) 이는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문장을 분석할 때 더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는 새벽에
뜬 별과 저녁에 뜬 별이 모두 동일하게 금성이라는 천문학적 사실을 가리키는 동일성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정일(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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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해를 이용하여 금성, 샛별, 개밥바라기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금성은
샛별이다.”라는 문장이 “금성은 아침에 보이는 별이다.”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지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금성과 샛별이라는 기호는 모두 동일한 지시체인 행성으로서
의 ‘금성’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으로 각각 다른 해석체/의미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그
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기호작용이 동일한 지시체를 통해 연결되
어, 금성과 샛별이라는 표현이 각각 뜻하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성은 샛별이다.”라는 문장은 “금성은 아침에 보이는 별이다.”를 뜻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삼원적

관계로

분석한

문장

“금성은

샛별이다.”의

기호작용

Ⅲ.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에서
다루는 평면도형에 관한 내용
초등학교 수학의 지도 내용과 방법은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는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
여 각 학년군에서 다루어지는 지도 내용과 방법을 규정한다. 1∼2학년에서 다루는 평면도
형에 대한 내용은 평면도형과 그 구성요소에 관한 것으로, <표 1>에 제시된 세 가지 성취
기준을 포함한다. 첫 번째 성취기준인 [2수02-03]은 주변 사물에서 기본적인 평면도형의
모양을 찾고 꾸밀 수 있어야 함을, 두 번째 성취기준인 [2수02-04]는 기본적인 평면도형을
이해하고 그릴 수 있어야 함을, 세 번째 성취기준인 [2수02-05]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공통
점을 일반화하여 오각형과 육각형을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교과서를 보
면, 이 세 성취기준은 1학년 2학기의 3단원인 여러 가지 모양에서 그리고 2학년 1학기의
2단원인 여러 가지 도형에서 다루어진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1학년 2학기에는 첫 번째
성취기준을 목표로 하고, 2학년 1학기 2단원에서는 첫 번째 성취기준을 포함해 세 성취기
준 모두를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7a, 2017b). 다만, 두 학년 모두에서 다
루어지는 성취기준인 [2수02-03]은 학년에 따라 다소 다른 활동들이 교과서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그리고 지도서에 성취기준 [2수02-03]이 어떻게 다르게 취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가 제공하는 평면도형의 학습기회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135

급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1∼2학년에 다루는 평면도형에 대한 교
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교육부, 2015).

<표

1>

1

∼

2학년에서

평면도형에

관한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내용
 평면도형과 그 구성 요소
[2수02-03]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여 삼각형, 사각
형, 원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꾸밀 수 있다.
성취기준

[2수02-04]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모양을 그릴 수 있
다.
[2수02-05] 삼각형,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 말하고, 이를 일반화하
여 오각형, 육각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입체도형의 모양이나 평면도형의 모양을 다룰 때 모양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모양을 분류하고, 분류한 모양을 지칭하기 위해 일상용어를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입체도형의 모양과 평면도형의 모양을 이용한 모양 만들기와 꾸미기의 주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인 동물, 탈 것, 건물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한다.
평면도형의 모양을 이용한 모양 꾸미기 활동에서는 스티커, 잡지에서 오려낸
모양 종이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삼각형, 사각형, 원은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통하여 도형의 이름과 변 또는 꼭짓
점의 개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일반화하여 오각형과 육각형을
구별하여 이름 지을 수 있게 한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실과 생활 주변의 다양한 친숙한
소재를 사용하되 평면으로의 추상을 돕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직관적인 파악
과 이해라는 표현에서 반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직관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조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소재로부터 평면도형
을 어떻게 추상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직관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 것
으로 직관을 강조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같
은 강조점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는 교육과정 문서가 아닌 교과서와 교사
용 지도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2학년에서 평면도형의 지도와
관련되는 1학년 2학기 3단원과 2학년 1학기 2단원의 학습 목표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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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학

1-2 3단원과

수학

2-1

우

2단원의

평면도형과

관련된

학습

목표

단원 학습 목표
1. 일상생활이나 교실에서 ■, ▲, ● 모양을 찾을 수 있다.
2. 여러 가지 물건의 일부분으로서 ■, ▲, ● 모양을 이해할 수 있다.
3. 물건이나 모양 조각을 같은 모양끼리 분류할 수 있다.
1-2 3단원

4. 본뜨기, 찍기, 자르기 등을 통해서 ■, ▲, ● 모양을 만들 수 있다.
5. ■, ▲, ● 모양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6. 잡지나 전단지에서 오려 낸 ■, ▲, ● 모양을 이용하여 대상을 꾸밀 수 있
다.
1. 원, 삼각형, 사각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다.

2-1 2단원

2.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꼭짓점과 변을 알고 찾을 수 있다.
3.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 말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오각형,
육각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한 성취기준과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함께 보면, 어떤 학습 목표가 어떤 성취기준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교육부, 2017a, 2017b, 2017c, 2017d).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 3단원의 여섯
가지 학습 목표들은 성취기준 [2수02-03]과, 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2단원의 세 가지 학
습 목표들 중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성취기준 [2수02-04]와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와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성취기준 [2수02-05]와 연결된다. 그렇지만 각각의 학습 목표들이 하나
의 성취기준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 3단원의 두 번째, 세 번
째, 네 번째 학습 목표들은 단순히 모양을 찾고, 찾은 모양을 이용하여 다른 모양을 꾸미
는 것뿐만 아니라 모양을 분류하고 모양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취기준 [2수
02-04]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것과 위의 단원 학습 목표에 비추어 수학교과서의 두 단원을
상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교과서의 각 단원은 도입, 본 차시, 놀이 수학, 평가, 탐구 수
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시는 하위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 활동
들은 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구현되고, 구현된 활동은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예
를 들어, 수학 1-2 교과서의 3단원은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볼까요, 알아볼까요, 꾸며 볼
까요라는 세 차시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차시의 주제인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볼까요에
는 여러 가지 음식 그림에서 ■, ▲, ● 모양을 찾아보게 하는 것, 교실에서 ■, ▲, ● 모
양을 찾아 분류해 보게 하는 것, ■, ▲, ● 모양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을 정해 보게 하
는 것, ■, ▲, ● 모양의 특징을 찾아서 말해 보게 하는 것의 네 가지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를 포함하여 수학 1-2 교과서 3단원의 차시들과 하위 활동들 그리고 수학 2-1 교과서 2
단원의 차시들과 하위 활동들은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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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2-1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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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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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본 차시 및 하위 활동
1차시: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 음식 그림에서 ■, ▲, ● 모양을 찾아보게 하는 것
교실에서 ■, ▲, ● 모양을 찾아 분류해 보게 하는 것
■, ▲, ● 모양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을 정해 보게 하는 것
■, ▲, ● 모양의 특징을 찾아서 말해 보게 하는 것
2차시: 여러 가지 모양을 알아볼까요
본뜨기, 찍기, 자르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 ▲, ● 모양에 대해 알아
1-2 3단원

보고 다른 점을 말하게 하는 것
■, ▲, ● 모양을 몸으로 나타내보게 하는 것
동료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모양인지 맞춰 보게 하는 것
3차시: 여러 가지 모양을 꾸며볼까요
■, ▲, ● 모양을 이용해 꾸밀 모양을 계획하고 말해보게 하는 것
실제로 꾸며보게 하는 것
꾸민 모양을 동료학생들에게 설명하게 하는 것
꾸민 모양에서 ■, ▲, ● 모양의 개수를 세는 것
1차시: ○을 알아볼까요
○ 모양을 찾고, 이와 같은 모양을 원이라고 약속하는 것
여러 가지 크기의 원을 그리고, 원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말해보게 하는 것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것이 모두 포함된 그림과 주변에서 원을 찾게 하는 것
원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
2차시: △를 알아볼까요
주어진 그림에서 △를 찾고, 이와 같은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약속하는 것
여러 가지 삼각형을 만들거나 그려보고, 변과 꼭짓점을 약속하고 세어 본 후,
삼각형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말해보게 하는 것

2-1 2단원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것이 모두 포함된 그림에서 삼각형을 찾고 그 이유를 말
해 본 후, 주변에서 삼각형을 찾아보게 하는 것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
3차시: □를 알아볼까요
주어진 그림에서 □를 찾고, 이와 같은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약속하는 것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거나 그려보고, 변과 꼭짓점을 약속하고 세어 본 후,
사각형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말해보게 하는 것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것이 모두 포함된 그림에서 사각형을 찾고 그 이유를 말
해 본 후, 주변에서 삼각형을 찾아보게 하는 것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모양을 만들고 만든 모양을 설명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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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칠교판으로 모양을 만들어볼까요
칠교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칠교판의 조각 중 두 개를 이용해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
칠교판의 조각 중 세 개를 이용해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
일곱 개의 조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
5차시:

과

을 알아볼까요

빨대를 이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
만든 모양의 변과 꼭짓점의 수를 세고,

과

의 이름을 약속한 후, 그와 같이

약속한 이유를 말하게 하는 것
오각형과 육각형을 그려 보게 하는 것
주어진 그림에서 도형을 찾아 이름을 적게 하는 것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이를 따르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서 1∼2학년에 다
루는 평면도형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되
는 학습기회들의 순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배우게 되는 구조를 고려할 기
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세 가지 평면도형을 이해하고 그리는 것에 대한 성취
기준인 [2수02-04]는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 3단원의 3가지 학습 목표 그리고 2학년 1학
기 수학교과서 2단원의 2가지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데, 이는 각 본 차시의 하위 활동들이
수행되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위계적으로 달성된다.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원의 예와 비-례(non-example)를 인식하고 분류하
는 활동을 통해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직관적인 이해에는 세 도형이 평면도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차
시들과 이것의 하위활동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물 또는 사진과 그림에서 찾은 모양을
평면 위의 것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두 학년에 걸쳐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본뜨기, 찍기,
자르기 등의 방법으로 ● 모양을 만들어 내는 활동과 원을 그리는 활동은 평면으로 전환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1학년과 2학년 모두에 걸쳐서 제공된
다.

[그림
(왼쪽과

3]

1학년과

가운데

그림,

2학년

수학교과서에서

교육부, 2017a, pp. 60,

평면에

주목할

62, 오른쪽

기회를

제공하는

예

그림, 교육부, 2017b,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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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예와 비-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활동은 주로 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2단원의 1
차시에서 이루어진다. 예와 비-례를 분류하는 활동에는 원 모양 또는 원의 특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사용될 수 있다. 원의 특징을 언어적으로 기술할 기회는 1학년과 2학년
모두에 걸쳐서 제공된다.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 3단원에서는 ■, ▲, ● 모양을 찾아서
말하도록 하는 것, 학생들이 서로에게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를 맞추는 것 등의 활동
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원의 특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학년 1
학기 수학교과서 2단원에서는 원을 그리고 원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말하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원의 특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일
련의 활동들은 원의 예와 비-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활동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Ⅳ.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가 제공하는 평면도형의 학습기회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수학교과서의 각 단원과 차시에서 제공하는 수학적 활동들은 기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고
(Duval, 2008),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의 평면도형에 관한 단원들에서 제공되는 수학적
활동 모두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평면도형으로
의 추상화 과정과 관련된 수학적 활동을 중심으로, 기호학적 분석이 추가적인 이해를 제
공할 수 있는 특정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만 제시한다. 이 장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은 주
변에서 기본도형의 모양을 찾도록 하는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의 활동과 2학년 1학기 수
학교과서의 활동에 대한 교과서 부분이다.

1. 사물그림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는 행위는 어떤 학습기회를 제공하는가?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에서 평면도형에 대해 제공하는 첫 번째 학습기회는 2차시의 첫
번째 수학적 활동으로, 이 활동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사물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
▲, ● 모양을 찾는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사물 그림의 테두리에는 색연필
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색연필을 이용하여 사물 그
림의 테두리의 해당 부분을 따라 그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4]

초등학교

1-2

수학

교과서의

평면도형에

대한

수학적

활동(교육부, 2017b,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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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체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 ▲, ● 모양에 대한 표현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신체적 활동에 내재된 중요한 기호작용은 사물 그림에서 찾은 ■, ▲, ● 모양에 대해
그 테두리를 그림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 ▲, ● 모양을 △,
□, ○ 모양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활동의 수행 과정을 (1)사물들이 제시된 그
림에서 ■, ▲, ● 모양을 찾는 것, (2)■, ▲, ● 모양으로 인식된 사물 그림의 테두리를
색연필을 이용해 그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호작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
,

,

모양

찾기

활동의

첫

번째

기호작용

두 번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호작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첫 번째 과정에 비해
복잡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 ■, ▲, ● 모양으로
인식된 사물 그림의 테두리를 그리는 활동에서 대상, 해석체, 표현은 무엇인가? 주어진 테
두리를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 표현은 그리는 신체
적 활동에 의해 그려진 테두리(□, △, ○ 모양의 그림)가 된다. 신체적 활동에 의해 그려
진 테두리 표현은 ■, ▲, ● 모양의 테두리를 지시하기 때문에, 이 기호작용에서 대상은
■, ▲, ● 모양의 테두리가 된다. 의미는 표현이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Frege, 1948), 이 활동에서의 의미는 ■, ▲, ● 모양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면 □,
△, ○ 모양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
,

,

모양

찾기

활동의

두

번째

기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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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단순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호작용은 사물(또는 사물그림)에서 평면도형으
로의 추상과 관련되고, 그렇기에 기본적인 평면도형인 원,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직관적
인 이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 3단원의 학습목표는 ■,
▲, ● 모양을 찾는 것과 이 모양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제안된 수학적 활동이지만, 테두리를 그리게 하는 신체적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2
학년에 배우는 학습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즉, 이 수학적 활동
에서 제공되는 학습기회는 1학년과 2학년의 학습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데 추가적인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유사해 보이는 학습기회들을 구분하기
사물 그림의 테두리에 주목하도록 하는 활동은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 뿐만 아니라, 2
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에서도 제공된다. 2학년 교과서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을 찾아보
도록 하는 활동이 제공되는데, 각 차시에는 사물그림을 주고 주변에서 원, 삼각형, 사각형
을 찾아보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7]).

[그림

7]

2-1 수학교과서의

주변에서

평면도형

찾기

활동(교육부, 2017b,

pp. 32, 36,

40)

[그림 7]의 활동들은 ■, ▲, ● 모양을 찾는 활동과 유사해보이지만, 이 활동에 내재되
어 있는 기호작용을 삼원적 관계로 기술해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교과서
와 2학년 교과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물그림을 비교했을 때, 1학년에서는 그림으로 그려
진 것을 2학년에서는 실물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고 사물그림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 교과서의 사물그림에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2학
년 교과서 또한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다. 제공된 사물그림이 유사함에도 불구
하고, 두 활동은 다르다. 먼저 [그림 4]에서의 활동은 모양을 찾고, 따라 그리는 것을 모두
요구하는 반면, [그림 7]에서의 활동은 찾는 것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된 모양을 찾는 활동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사물그림을
주고 원을 찾아보도록 요구하는 왼쪽 활동을 삼원적 관계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앞의 분
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물 그림을 주고 원 모양을 찾는 활동에서 대상, 해석체, 표현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호작용을 도해화할 수 있다. 이 기호작용에
서 대상은 1학년 교과서 활동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물(또는 사물 그림)이다. 그런데 표
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학년 교과서 활동은 ■, ▲, ● 모양이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인데 반해, 2학년 교과서 활동은 언어적 표현인 원 모양이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이
된다. 시각적 표현을 표현으로 하는 것과 언어적 표현을 표현으로 하는 것은 표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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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만든다. 전자는 시각적 유사성에 바탕을 두어 해당 모양인지를 판
단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에 비추어야만 해당 사물(또는 사물그림)이
원 모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언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기호작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의 해석체는 사물(또는 사물 그림)은 원 모
양이다 혹은 사물(또는 사물 그림)의 테두리는 원 모양이다가 된다. 이를 도해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원

모양

찾기

활동의

기호작용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그림 5]와 [그림 8]에서 표현의 차이는 표현-대상 사이의 관
계를 다르게 만드는데, 이 차이는 해석체에서 드러난다. [그림 5]에서의 해석체가 시각적
유사성에 기초한 판단인 반면, [그림 8]의 기호작용에서 해석체는 원 모양이라는 단어에
의해 매개되는 상징적 관계([그림 9])에 기초한다. 이 상징적 관계는 다음 [그림 10]에서 확
인할 수 있는 수학적 활동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그림
[그림

9]

원

도입

활동의

10]

2-1 수학교과서에서의

기호작용
(교육부, 2017b, p. 30)

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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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 다른 학년에서 제공되는 학습기회들을 연결하기
앞의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학년에서의 수학적 활동이 제공하는 학습기회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작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학습기회에 포함된 기호작용들이 어떤 측면에서 유
사하고,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
른 학년에서 제공되는 학습기회들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는
기호학적 분석의 의의와 관련된다.
주변 사물 또는 사물그림에서 평면도형으로 조직될 수 있는 모양을 찾는 활동은 1학년
과 2학년 모두에서 제공된다([그림 4]와 [그림 7]). 이 두 수학적 활동은 유사하지만, 기호
학적 분석을 통해 2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표현과 해석체의 측면에서 다르며, 특히 추
가적으로 요구되는 기호작용의 유무에 의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수학적 활동
은 [그림 10]에서의 수학적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림 10]의 수학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림 7]의 수학적 활동을 통해 원이라는 언어적 표현과 ‘서로
다른 크기의 원 그림’이라는 대상 사이의 상징적 관계를 만들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 수학적 활동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학년 2
학기 수학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수학적 활동은 [그림 7]의 수학적 활동에 대한 사전 경험을
제공해주는데, 이는 [그림 10]의 수학적 활동에서 수립된 기호작용과 연결되어야 사전 경
험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그림 7]의 수학적 활동은 이전에 경험한
두 수학적 활동의 학습 결과를 연결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그림 7]의 활동
이 앞의 두 활동과 잘 연결되어 수행되었을 때, 학생은 단순히 주변 사물 또는 사물그림에
서 원모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면도형인 원으로 주변을 조직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
다. 평면도형으로서의 원이 사물에서 사물의 일부에 주목하고, 평면 위 모양에서 모양의
테두리 모양에 주목하여 분류하고, 이름붙이는 과정을 통해 조직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된 세 수학적 활동들을 기호의 생성과 사용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기호작용에 대한 분석들([그림 6, 8, 9])을 함께 보면, 1학년 2학기 때 사물 그
림의 테두리를 그림으로써 학생들에 의해 생성된 □, △, ○ 모양의 그림들은 원을 도입하
는 활동에서 원이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조직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쇄적인
기호작용으로 생성된 원이라는 수학적 용어는 주변 사물에서 원 모양을 찾는 활동에서
표현으로 새롭게 사용되는데, 기호학적 분석은 이러한 여정을 드러내 줄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이는 수학교과서에 포함된 학습기회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수학적 활동에 의해 제공되는 학습기회에 포함
된 기호작용을 드러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기회를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
기회 사이의 관계와 수학적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렇게 기호
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기회 사이의 관계는 학습기회들을 연결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와
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가 제공하는 평면도형에 대한 학습기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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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하는 1∼2학년에서 평면도형에 관한 성취기준이 달성될 수 있
는데 중요한 수학적 활동들을 식별하고, 그것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의
사물 또는 사물의 그림에서 평면도형을 추상하는 과정은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다
시 평면도형으로의 이동을 요구하는데, 본뜨기, 찍기 등과 같은 전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물 그림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는 것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활동도 입체에서 평면에 그
리고 평면 위 모양의 테두리, 즉 평면도형에 주목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기호학적 관점에 따른 분석은 본뜨기, 찍기 등을 이용해 ■, ▲, ● 모양을 만드는
것과 본뜨기 혹은 자를 이용하여 원을 그리는 것의 차이점을 드러내주는 등 유사해 보이
는 활동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기회의 의의
를 확인하고, 유사해 보이는 학습기회를 구분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수학적 활동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학년 2학
기 수학교과서와 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에서 제공되는 평면도형의 학습기회들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학습기
회를 기호학적 관점과 도구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와 같은 분석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자와 수학교사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의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주변 사물 또는 사물 그림에서 도형을 찾는 활동이 평면
도형으로의 추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수학적 용어를 도입하
고, 예와 비-례를 구분하도록 하는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수학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학습기회를 기호학적 관점과 도구로 분석하는 것은 간과되기
쉽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드러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수학교과서는 평면도형으로 추상되는 과정이 다양한 기호작용의 결합을 통해 점
진적으로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평면도형으로
의 추상화는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 위의 모양에서 도형으로의 이동을 요구하는데, 교과
서에서 이 추상화의 기회들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학교과서 모두에 걸쳐서 제공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평면도형으로 추상되는 과정이 어떤 단원의
어떤 활동에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회를 어떻게 연결하여 활용할지에
고민할 필요가 있고, 교사 교육자는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교과서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학습기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이전 활동을 생각해보도록 요구할지 그리고 이전 활동을
현재의 활동에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도울 수 있고, 교사는 새로운 활
동에서 학생들이 마주치는 어려움의 원인을 탐색하는 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기호학적 관점과 도구를 이용할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기호학적 관점과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수학 학습기회를 상세하게 기술
하고,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수학적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작용의 복잡
성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한다. 기호학적 관점과 도구를 이용하여 수학적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수학교과서의 활동들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은 초등기하의 특정한 내용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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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형의 학습기회에 대해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상대적
으로 시각적 표현의 사용이 적고, 상징적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초등산술 혹은 중등
수학의 대수 영역에서도 기호학적 관점과 도구의 사용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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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miotic Analysis of Opportunity to Learn about Plane Figures
in Grade 1 and 2 Mathematics Textbooks
Cho, Jinwoo4)
This study repor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learning opportunities about the plane
figures provided by the first and second grade mathematics textbooks. The plane figures
that students learn during this period are important in that it serves as the basis for the
later geometric education. With assumptions that mathematics learning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meaning and that meaning-related activity can be viewed as a symbolic
activity, it adopts and uses the perspectives and tools of semiotics to analyze the
learning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mathematics textbook. The analysis of the semiotic
process of the textbook activities revealed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opportunities and
helped to distinguish the seemingly similar learning opportun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discussed the link between learning opportunities provided by grade 1 and
grade 2 mathematics textbooks. Finally,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an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plane figures, mathematics textbooks, opportunity to learn, semio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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