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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제시된 발문을 학년군별로 비교 분석하여 발문의 특성을 파

악하였다. 연구 결과 학년군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 및 기능별 출현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년군별 학습 내용 및 학년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문의 기능은 발문의 유형과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수학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 지도 시 발문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상의 기초를 제

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계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by analyzing of types and functions of questions presented in Data and Chance area of the

mathematics textbooks for grades 1-6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s presented

in the textbook were identified,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related to the questions in this textbook

were obtained. Types and functions of the presented questions showed different proportions of appearance

according to the grade clusters, and this seems to be related to the learning contents for each grade clust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rade cluster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functions of questions are related to the

types of questions. Teachers should hav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bout Data and Chance area as well a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for each grade clusters. In addition, the teacher should present an suitable question

for the level of grade clusters and the nature of the content to be taught so that effective learning can be

achiev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qu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statistical teaching in a progressive direction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textbook writing and teaching/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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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습은 새로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NCTM], 2000). 즉 학습은 새롭게 인지한 정

보나 경험을 이미 습득한 정보와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자신의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

어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적인 학습

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

며, 이러한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 수학적 사고가 요구된다.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내용 설명에 더하여

적절한 발문이 필요하다. 발문 사용의 중요성은 수 세기

동안 인식되어왔으며 교육에서 발문의 역할은 기원전 5

세기 소크라테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Harrop & Swinson, 2003; Wood & Anderson, 2001).

NCTM(1991)의 전문가용 수학 교수 규준(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 Mathematics)에 따르면 교실 담

화 또는 ‘표현, 생각, 말하기, 동의, 비동의 방법’은 학생들

이 수학적 이해와 기능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다양한

발문, 즉 사실적 회상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발문이 없이

는 창의적 수학 학습을 이루기는 어렵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5만 개의 발문을 하고 학생

들은 각각 10개의 질문을 한다(Watson & Young, 1986).

Brualdi(1998)에서 분석한 교사의 행동과 패턴에 따르면,

교사의 교수 활동 중 약 80%가 학생들에게 하는 발문에

해당한다. 발문은 학생들을 자극하고 주의 깊은 경청을

유도하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Newmann, 1988), 수학적 사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략(Burns, 1985)으로 사

용되는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발문

이 교사의 자질에 대한 좋은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Brualdi, 1998; Harrop & Swinson, 2003). 이와 같이 많

은 연구자들은 발문이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발문에 대한 연

구는 주로 교실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생성하는 발문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Kang, Chang, & Jeong, 2011; Han

& Park, 2010; Back, Kim, & Lee, 2014; Park & Kim,

2006; Manouchehri & Lapp, 2003; Perry, VanderStoep,

& Yu, 1993; Shahrill, 2013), 수업 시 기본 교재이자 자

료가 되는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교과서는 교사에게 유용한

수업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교과서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

할지는 교사의 교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그대로를 수업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교수학적 판단에 따라 이를 재구성하여 수업하기도 한다

(Cho & Kim, 2021).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은 교사의 교수학적 의사 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

시된 발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여 우선 초등수학의 5개 영역 중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발문이 활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자료와 가

능성 영역의 발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 등을 수시로

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는 통계 및 확률

개념과 연결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자료를 수집 및 정리,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계적 소양

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와 더불어 최근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요구는

기술 공학의 발전과 맞물려 강조되고 있다. 주어진 정보

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에 근거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계와

확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Park, Kim,

Pang, & Kwon, 2017).

정보의 처리와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자료와 가능

성 영역의 내용 특성상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신장

시켜줄 수 있도록 발문의 활용에 있어서 분석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 수집, 정리, 분석, 해석 시 창의

적인 사고와 함께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

되므로 자료 및 가능성 영역에 제시되는 발문은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추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제시되는 발문의 형태나 특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1∼6학년 수학 교과서의 자료와 가

능성 영역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기능을 분석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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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발문과 관련한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발문의 유형과 기능

발문은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하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안내하고 보조하기 위해 교

사가 학생에게 하는 물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은

자기가 모르거나 의심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정한 정보

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물음으로 발문과 구분된

다(Lee, 2003). 본 연구에서는 발문을 교과서에 제시되어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물음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수

행하였다.

수학 수업에서의 발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분석틀을 제안하고 있다. Cunningham(1987)에서는 발문

을 가장 낮은 인지 수준의 발문이지만 교실 상호 작용에

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유형인 사실 회상 발문, 수렴 발

문과 발산 발문으로 나뉘는 개념적 발문, 평가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발문으로 구분하여 Cunningham 모델을 제

안하였다. Manouchehri & Lapp(2003)에서는 발문을 닫힌

발문과 열린 발문으로 구분하고 발문의 내용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발문을 다양한 수준의 학생 사고를 이끌어내

는 정도에 따라 Cotton(1989)은 높은 수준의 발문, 사실

발문, 열린 발문, 낮은 수준의 발문으로, Brualdi(1998)는

높은 수준의 발문과 사실 발문으로 구분하였다.

Way(2008)는 고차원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한 발문의 중

요성을 제기하며 발문을 기초 발문, 수학적 사고를 자극

하는 발문, 평가 발문, 최종 토론 발문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계산/기계적인 반복 회상, 규칙 회상, 맥락에 맞

게 계산하기, 문제 만들기, 문제해결 전략, 개념 지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Perry et al., 1993).

Barnes(1990)는 교실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사

발문의 세 가지 범주로 사실 발문(factual questions), 추

론 발문(reasoning questions),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

린 발문(open questions not calling for reasoning)을 제

시하였다. 사실 발문은 사실 정보, 즉 이름 또는 특정 정

보를 찾는 사실적인 정보를 묻는 발문이다. 사실 발문을

하는 교사는 학생이 특정 수학적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

부를 알 수 있지만 학생이 주어진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

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사실

발문에 응답하는 학생은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만 기억해

내면 된다. 추론 발문은 학생이 논리적으로 구성된 정보

를 구성하거나 기억에서 재구성하도록 요구한다. Barnes

(1971)는 추론 발문을 닫힌 추론-회상 시퀀스, 닫힌 추론

-회상하지 않음, 열린 추론, 관찰의 네 가지 주요 유형으

로 구분하기도 하였다(as cited in Vacc, 1993). 마지막으

로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이전에 배운 지식

을 도출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발문으로 간주될 수 있지

만 수용 가능한 다양한 답변을 요구한다. 추론을 요구하

지 않는 열린 발문은 학생들에게 아직 이름을 배우지 않

은 관찰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교사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학생의 개

별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교육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학생의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Barnes, 1990). 이에 Vacc(1993)에서는 전문가용 수학 교

수 규준(NCTM, 1991)을 실행하는 방편으로 수학 교실에

서의 교사 발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Barnes(1990)의 세 가

지 발문 유형을 기반으로 Barnes(1971)에서 구분한 네 가

지 추론 발문을 추가한 발문 유형을 적용하였다.

Li(2000)는 교과서의 수학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 틀로

수학적 특징에 따라 단일 절차, 다중 절차, 상황별 특징에

따라 숫자 또는 단어 형식의 순수 수학적 맥락, 그림 표

현 또는 스토리가 포함된 설명 맥락, 실행 요구 사항에

따라 응답 유형 -숫자 답, 수식, 설명 또는 솔루션 필요 /

인지 요구 사항- 절차적 실행, 개념 이해, 문제해결, 특별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ÖZER & SEZER(2014)는

Li(2000)가 설계한 이 분석틀을 이용해서 미국, 싱가포르,

터키에서 사용되는 대표 교과서와 워크북에 제시된 8학

년 수학 문제를 분석하였다. Park(2010)은 초등학교 3학

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서의 발문을 분석하여 창의성 신

장을 위한 효과적인 발문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NCTM(1991)에서는 수학과 교수학습의 개선 방

법으로 효과적인 발문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수학 교실에

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제시하는 발문은 학생들이

수학을 함께 이해하도록 돕기, 자신 있게 수학적으로 올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기,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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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question Example questions

Helping students work
together to make sense of

mathematics.

⦁What do about think avout what Jenine said?⦁Do you agree? Disagree?⦁Does anyone have the same answer but a different way to explain it?⦁Would you ask the rest of the class that question?⦁Do you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Can you convince the rest of us that makes sense?
Helping students to rely
more on themselves to
determine whether
something is

mathematically correct.

⦁Why do you think that?⦁Why is that true?⦁How did you reach that conclusion?⦁Does that make sense?⦁Can you make a model to show that?
Helping students learn to
reason mathematically.

⦁Does that always work?⦁Is that true for all cases?⦁Can you think of a counterexample?⦁How could you prove that?⦁What assumptions are you making?

Helping students learn to
conjecture, invent, and
solve problem.

⦁What would happen if …? What if not?⦁Do you see a pattern?⦁What are some possibility here?⦁Can you predict the next one?⦁How did you think about the problem?⦁What decision do you think he should make?⦁What is alike and what is different about your method of solution and here?
Helping students to

connect mathematics, its
ideas, and its applications.

⦁How does this relate to …?⦁What ideas that we have learned before were useful in solving this problem?⦁Have we ever solved a problem like this one before?⦁Can you give me an example of …?

[Table 1] Functions of questions and example questions (NCTM, 1991, pp. 3-4)

배우도록 돕기, 문제를 추측하고, 발명하고, 해결하는 방

법을 배우도록 돕기,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기 등의 기능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각 발문의 기

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시 발문은 [Table 1]과 같다.

신임 교사의 수업 장면에서 나타나는 발문을 연구한

Kang, Chang, & Jeong (2011)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발문의 기능(NCTM, 1991)을 분석틀로 활용하기도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발문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 중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의 발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하는 NCTM(1991)의 발문 기능

과 이 규준을 교실 수업에 실행하려는 Vacc(1993)의 연

구에서 적용한 Barnes(1990)의 발문 유형을 적용하였다.

2. 자료와 가능성

1) 통계 및 확률 교육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와 생활에 관련된 통계가, 산

업 사회에서는 인구, 소비, 생산에 대한 통계가,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

에 대한 통계가 의사 결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

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계는 근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이 된다(Kang, Na, Paik, & Lee, 2013). 따라서 통계교육

은 구체적인 현상이나 주어진 수량적인 자료를 체계적으

로 수집·분류·정리하는 능력, 자료를 표와 그래프 등 시

각적으로 나타내어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합리

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의사 결정

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통계적 방법을 음미·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Chang, Kim, Lee, &

Kang, 2010).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통계 영역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목적에 맞게 정리하여 해석한 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내용 체계는 [Table 2]와 같이 자료 처리와 가능성의 핵

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처리의 학년군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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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clusters

Achievement Standards

Grades
1∼2

 Classifying
objects

Students should/are able to:
[2M05-01] classify objects in the classroom or everyday life into given/their own

categories; count the numbers of objects in each category and discuss the
results.

 Drawing tables
Students should/are able to:
[2M05-02] arrange data and draw a table to represent and describe the advantages of a

table.

 Drawing graphs
Students should/are able to:
[2M05-03] draw a graph using symbols such as ○, ×, /, etc. to represent a classified set

of data and describe the advantages of a graph.

Grades
3∼4

 Organizing Data

Students should/are able to:
[4M05-01] collect real-life data and draw a simple picture graph or a bar graph to

represent the collected data.
[4M05-02] collect continuous data and draw a line graph to represent the data.
[4M05-03] collect, classify, and organize various data; represent them with a graph for

answering a given purpose and interpret that graph.

Grades
5∼6

 Average Students should/are able to:
[6M05-01] understand the meaning of average, determine an average with given data and

know how to use the concept of average for various applications.

 Organizing Data
Students should/are able to:
[6M05-02] draw a picture graph of real-life data and know how to use it.
[6M05-03] draw band graphs and pie charts with given data.
[6M05-04] collect, classify, and organize data; represent them with a graph for answering

a given purpose and interpret that graph.

 Chance
Students should/are able to:
[6M05-05] express the chance of an event in terms such as ‘it is impossible’, ‘it is

unlikely’, ‘there is fifty-fifty chance’, ‘it is likely’, and ‘it is certain’.
[6M05-06] find examples of chance expressed in numeric forms or verbal expression;

compare the chances.
[6M05-07] express the chance of an event in numbers.

[Table 3] Achievement Standards for Data and Chance area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Key
concepts

Gig idea
Grade clusters

Grades 1∼2 Grades 3∼4 Grades 5∼6

Data
processing

Collection, classification,
organ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data are the main processes
of statistics.

∙Classifications
∙Tables
∙Graphs using
symbols ○, ×, ／

∙Simple picture
graphs
∙Bar graphs
∙Line graphs

∙Average
∙Picture graph
∙Band graphs and pie
charts

Chance
Quantifying the chance based on
experience is the basis of the
probability.

∙Chance

[Table 2] Contents System of Data and Chance area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요소는 각각 3개씩이며 가능성의 내용 요소는 5∼6학년

에만 제시되어 있다. 1∼2학년군에서는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인 분류하기를 처음 학습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고,

○, ×, ／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과 같은 자료

처리의 기초 학습을 하게 된다. 3∼4학년군에서는 그림그

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라는 3가지 그래프에 대해

학습한다. 5∼6학년군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분류, 정리,

해석하기 위해 평균, 그림그래프와 함께 비율그래프인 띠

그래프, 원그래프를 학습하게 되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을 수치화하는 확률의 기초 학습을 하게 된다. 자료와 가

능성 영역의 성취 기준은 [Table 3]과 같이 5∼6학년군의

경우 1∼2학년군과 3∼4학년군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제

시되어 있다. 5∼6학년군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 요소가

많고 이전 학년군에 비해 고차원적 사고가 요구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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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 다수의 성취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 및 확률 교육은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며, 수 감각을 개발하

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계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ark et al., 2017). 따라서 통계와 확률을 포함

하는 탐구 활동은 문제해결, 규칙 발견, 추측, 논리적인

결론 도출, 의사소통과 같은 수학적 탐구 과정에 학생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고 문제해결 전략을 고안하게 할 수

있어서 문제해결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통계와

확률은 직관적인 탐구와 흥미로운 발견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수학에 대한 학생의 시야를 확장시킴으

로써 수, 어림, 측정과 같은 다른 수학적 지식이나 타 교

과와 연결되어 있으며,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Kwon et al., 2006). 또한 학생들은 통계를 사용

해서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논쟁거

리에 대해 좀 더 일관성 있게 사고하며, 수치 정보를 활

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Park et al., 2017). 그러므로 통계 지도 시 "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가?", "왜 수집한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해

야 하는가?", "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야 하는가?"와 같

은 발문을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가?"라는 발문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Kang et al.,

2013) 일관성 있는 사고와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통계적 탐구

Park et al.(2017)에 따르면 통계적 탐구는 일반적으로

문제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의 4단계로

구성된다. 문제 설정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흥미가 있는

문제, 답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적절한 문제가 설정되면, 자료 수

집 단계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생은 흥

미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목적에 맞는 자료 수

집 방법을 경험해야 한다. 통계적 탐구를 위해서는 미리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료를 수

집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해야 한다

(Kwon et al., 2006).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는 자료 분석(그래프)

단계에서는 정보를 정리, 설명, 분석하여 이용할 수 있도

록 시각적 표현인 그래프와 같이 형식을 갖춘 정보로 변

형하여야 한다. 자료를 정리하면 관계를 찾기가 더 쉬워

지므로 그래프는 문제해결 또는 예측에 도움이 된다. 그

래프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수학과 다른

교과목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그래프 교육은 목적

이 있는 계산 연습을 제공할 수 있다(Kwon et al., 2006).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은 수학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초등학교 저학

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많은 정보가 존

재하므로 그래프 이외의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 대한 조직과 요약 등

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자료 분석(기술통계)(Park et al.,

2017)이며, 초등에서는 이 중 평균 개념을 다룬다.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통계나 자료에 대한 감각이 발

달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감각은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

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기술 통계를 구하

고, 다양한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자료에 대한 감각을 가진 학생들은 자료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Park et al., 2017). 하지만

그래프를 이해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이 많다. 이들은 서술

된 양 사이에서 관계 결정하기, 새로운 것 알아내기, 미지

의 사실을 기존의 사실로부터 추론하기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Kwon et al., 2006). 따라서 효과적인 그래프 지도

를 위해서는 첫째, 그래프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

련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로 시작하거나 예측과 정보 교

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둘째,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보다 그래프 해석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Kwon et al., 2006; Tak, 2020).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6학년 1, 2학기 수학 교과서

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의 본 차시에 제

시된 발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에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학년 교과서에는 자료와



초등수학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기능 분석 271

가능성 영역에 속하는 단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1∼2학년

군 2개 단원의 본 차시는 총 13차시이다. 3∼4학년군 3개

단원의 본 차시는 총 17차시이고, 5∼6학년군 2개 단원의

본 차시는 총 15차시이다.

연구 대상인 학년군별 본 차시에 제시된 모든 문장에

대해서 발문 “어떻게 분류했는지 알아봅시다.”에 대한 응

답으로 캐릭터 말주머니에 제시된 “예쁜 신발과 예쁘지

않은 신발로 분류해 봐야지.”와 같은 문장은 학생의 응답

을 이끌어내는 발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알려고 하는 수(조사하는 수)를 그림으

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그래프라고 합니다.”와 같이 수

학 용어를 정의하는 문장과 캐릭터 말주머니에 제시된

“준기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그림 카드를 분류하

여 칠판에 붙여 보세요.”와 같은 활동 진행 문장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표 발문 중에는 하위 발문을 아

우르는 문제해결 기능의 발문도 있지만 활동 진행 발문

이나 하위 발문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발문도 있어서

대표 발문과 하위 발문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지 않

고 학년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발문에의 응답,

수학 용어 정의나 활동 진행 발문을 제외한 주된 활동

안내 발문인 대표 발문과 하위 발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

여 학년군별로 발문의 유형과 발문의 기능의 빈도를 비

교 분석하는 정량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Grade
Semes
-ter Chapter

Number of
main class

Grade 2
1 5. Classify 7

2
5. Tables and
Graphs 6

Grade 3 2 6. Organize data 7

Grade 4
1 5. Bar graph 5

2 5. Line graph 5

Grade 5 2 6. Average &
Chance

8

Grade 6 1 5. multiple graphs 7

[Table 4] Chapters in Data and Chance area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6학년 수학

교과서 중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의 본 차

시에 제시된 문장 중 발문에의 응답, 수학 용어 정의나

활동 진행 발문을 제외한 주된 활동 안내 발문과 하위

발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2학년

교과서 중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해당하는 2개 단원에서

는 제시된 총 96개의 문장 중 분석 대상에서 18개 문장

을 제외하고 총 78개 발문을 수집하여 전체 문장에 대한

발문 문장의 비율이 81.3%로 나타났다. 이 78개의 발문은

모두 1개 문장으로 구성된 특징을 보였다.

3∼4학년 교과서 중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해당하는 3

개 단원에서는 총 174개의 문장 중 분석 대상에서 37개

문장을 제외하고 총 137개 발문을 수집하여 전체 문장에

대한 발문 문장의 비율이 78.7%로 나타났다. 5∼6학년 교

과서 중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해당하는 2개 단원에서는

총 159개 문장 중 분석 대상에서 15개 문장을 제외하고

총 144개 발문을 수집하여 전체 문장에 대한 발문 문장

의 비율이 90.6%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문장

에 대한 발문의 비율은 5∼6학년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이어서 1∼2학년군, 3∼4학년군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3∼4학년과 5∼6학년군의 발문에는 1∼2학년군의

발문과 달리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와 같

이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대표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는 문제 상황

을 설명한 것이므로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 이야기해 보세요.”와 함께 1개의 발문의 역할을 하므

로 발문 1개로 처리하였다. 또한 발문은 의문문 형태 또

는 의문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의문문의 의미로 이해되는

문장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떻게 분류했는지 알

아봅시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어떻게 분류했나요?”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발문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Vacc(1993)이 전문가용 수학 교수 규준

(NCTM, 1991)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 발문 분석 시 활

용한 Barnes(1990)가 제시한 발문 유형인 사실 발문, 추

론 발문,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을 교과서에 제

시된 발문 유형의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사실 발문은 사

실 정보, 즉 이름 또는 특정 정보를 찾는 사실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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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묻는 발문이며, 추론 발문은 구성된 정보를 논리적으

로 구성하거나 기억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발문이고, 추론

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이전에 배운 지식을 도출

하기 때문에 사실 발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수용 가능

한 다양한 답변이 존재하는 발문이다. 발문의 유형별

2015 개정 교육과정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 발문은

[Table 5]와 같다.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이 작용한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NCTM(1991)에 제시된 교사 발문의 기능을 [Table

6]과 같이 교과서 분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발문 기능의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발문의 기능은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

을 돕는 기능,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

록 돕는 기능 등이다. 발문의 기능별 2015 개정 교육과정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 발문은 [Table 6]과 같다.

Types of
questions

Examples questions from textbook

Factual
questions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animals.⦁Tell us about the results of your
classification.⦁Tell me what is the ice cream that
most of your friends like.

Reasoning
questions

⦁Let's see how they were classified.⦁Classify according to the criteria set
by the training.⦁Let's classify sweets according to the
set criteria.

Open
questions
not calling
for

reasoning

⦁Compare your classification with your
friends.⦁Let's talk about how to set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Say different classification criteria.

[Table 5] Criteria for analyzing the types of questions

presented in textbooks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분석 대상인 모든 발

문을 전사한 후 연구자와 수학교육전문가 2인이 삼각 검

증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자가

모든 발문을 1차 코딩한 후 수학교육전문가 2인이 검토

한 결과 발문 유형에 대해서는 수학교육전문가 1, 2와 각

각 79%, 84%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발문 기능에 대해서

는 수학교육전문가 1, 2와 각각 74%, 78%의 일치도를 나

타냈다. 1차 검증 후 수학교육전문가 2인과 코딩된 발문

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논의한 후 일치하지 않은 발문에

대해서 다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4학년 2학기 5. 꺾은

선그래프(p.103)의 “활동 2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을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발문의 경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본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

만 “활동 2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발문을 분류하면 추론이 요구되는 발문에 해당

하므로 발문 유형에 기초하여 추론 발문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수학교육전문가 2인이 2차 검토한 결과 발문 유

형에 대해서는 수학교육전문가 1, 2와 각각 91%, 94%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발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수학교육전

문가 1, 2와 89%, 92%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Functions of
questions

Examples questions from textbook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Let's see the sports that the
students in Jun's class like and
write their names.⦁Who has read the most books?

Mathematically
correct
judgment

⦁Consider a way to research the
seasons that students in Jungi's
class like.⦁Find all students who have read
more than 10 books.

Mathematical
reasoning

⦁Classify according to the set
criteria and count the number.⦁How should I classify ice cream?

Conjecture,
invent, &
solve problem

⦁Let's find out what kind of sports
the students in Jungi's class like.⦁Let's compare how we are
investigating.

Connecting
math, ideas, &
applications

⦁Learn how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criteria.⦁Let's find out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blocks.⦁Please tell us what you like best
about classifying and counting

[Table 6] Criteria for analyzing the functions of questions

presented in textbooks

Ⅳ. 결과분석 및 논의

1. 발문의 유형

2015 개정 교육과정 1∼6학년 수학 교과서의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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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영역의 발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학년군별로 정

리한 자료는 [Table 7]과 같다. 학년군별 발문의 횟수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게 나타났다. 차시 당 발문

의 횟수는 1∼2학년군의 경우 6.0개, 3∼4학년군의 경우

8.1개, 5∼6학년군의 경우 9.6개로 나타났다. 특히 1∼2학

년군에 비해 3∼4학년군에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학습 내

용의 양이나 사고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발문 횟수의 차는 상대

적으로 크지 않아서 1∼2학년군과 3∼4학년군 사이에서

만큼의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학년군별로 제시된

발문의 횟수가 각기 다르므로 학년군별 발문의 유형별

빈도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Grade
clusters

Frequen-
cy

Factual
questions

Reasoning
questions

Open
questions Total

Grades
1∼2

number
of times
(time)

10 52 16 78

ratio(%) 12.8 66.7 20.5 100.0

Grades
3∼4

number
of times
(time)

19 112 6 137

ratio(%) 13.9 81.7 4.4 100.0

Grades
5∼6

number
of times
(time)

27 102 15 144

ratio(%) 18.8 70.8 10.4 100.0

Total

number
of times
(time)

56 266 37 359

ratio(%) 15.6 74.1 10.3 100.0

[Table 7] Frequency of the types of questions by grade

clusters

총 359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발문 유형 중 추론

발문(74.1%)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실 발문

(15.6%),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10.3%) 순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론 발문의 비중

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총 175명의 수학교육자(예비

및 현직 초등학교 교사 및 교사 교육자) 중 2, 3학년 혼

합 교실을 지도하는 교사 1명을 제외한 수학교육자들이

수학 수업 시간에 생성한 모든 발문은 사실 정보, 즉 이

름 또는 특정 정보를 찾는 사실적인 정보를 묻는 발문이

었다는 Barnes(1990)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경향성을 나

타낸다. 수학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사실

발문과 달리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발

문은 추론 발문의 출현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 학년군 교과서 모

두에 제시된 발문 중 추론 발문의 출현 비율이 사실 발

문이나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사실 발문이나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

린 발문의 경우 학년군에 따라 출현 비율이 다르게 나타

났다.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사실 발문

은 1∼2학년군(12.8%)에서 3∼4학년군(13.9%), 5∼6학년

군(18.8%)으로 갈수록 점차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2]의 내용 요소와 [Table 3]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같이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복잡한 내용을 학습하

게 되므로 새롭게 습득하게 되는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

발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Fig. 1] Frequency of the types of questions presented

in textbooks

논리적인 사고 신장에 도움을 주는 추론 발문의 출현

비율은 1∼2학년군(66.7%)에 비해 3∼4학년군(81.7%)에서

높게 나타났다가 다시 5∼6학년군(70.8%)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Table 3]에 제시된 성취 기준에

서와 같이 학년군별로 다루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으

로 보인다. 분류하기와 표, 간단한 그래프 등 기초적인 자

료 처리를 학습하는 1∼2학년군과 달리 3∼4학년군에서

는 그림그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등 그래프 관련

3개 단원을 학습하게 되므로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

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추론(Chang et al., 2010)을

유도하는 추론 발문의 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파악된다. 5∼6학년군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분류, 정



도주원274

Grade
clusters Frequency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Mathematically
correct judgment

Mathematical
reasoning

Conjecture,
invent, & solve
problem

Connecting math,
ideas, &
applications

Total

Grades
1∼2

number
of times
(time)

8 5 21 27 17 78

ratio(%) 10.3 6.4 26.9 34.6 21.8 100.0

Grades
3∼4

number
of times
(time)

16 19 40 30 32 137

ratio(%) 11.7 13.9 29.2 21.9 23.3 100.0

Grades
5∼6

number
of times
(time)

23 14 48 32 27 144

ratio(%) 16.0 9.7 33.3 22.2 18.8 100.0

Total

number
of times
(time)

47 38 109 89 76 359

ratio(%) 13.1 10.6 30.4 24.8 21.1 100.0

[Table 8] Frequency of the functions of questions by grade clusters

리, 해석하기 위해 평균, 그림그래프와 함께 비율그래프를

학습하게 되므로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을 유도하는 추론 발문이 3∼4학년군 다음으

로 많이 제시되었다.

창의적 사고의 신장에 도움을 주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의 출현 비율은 1∼2학년군(20.5%)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3∼4학년군(4.4%)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기초적인 자료 분류에 대해 학습하는 1∼2학년군의

경우 다른 학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습 내용

의 분량이 적고, 학년 특성상 고차원적 사고가 개입된 발

문을 하기 어려우므로 통계교육에서 요구되는 직관적인

탐구와 흥미로운 발견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Kwon et al., 2006) 추론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묻는 열린 발문의 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3∼4학년군의 경우 그래프 관련 단원을

학습하며 추론 발문이 특히 많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적게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된 성취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집한

자료를 정리, 해석하기 위해 평균, 그림그래프와 함께 비

율그래프를 학습하고, 가능성 등 확률의 기초 학습을 하

는 5∼6학년군의 경우 그래프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3∼4

학년군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학습하고 응용을

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수학에 대한 학생의 시야

를 확장시켜서 다른 수학적 지식이나 타 교과와의 연결

을 꾀하고 비판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Kwon et al., 2006) 상대적으로 추론을 요구하

지 않는 열린 발문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Fig. 2] Frequency of the types of questions presented in

textbooks by grade clusters

2. 발문의 기능

2015 개정 교육과정 1∼6학년 수학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발문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학년군별로 정

리한 자료는 [Table 8]과 같다. 학년군별로 제시된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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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횟수가 다르므로 학년군별 발문의 기능별 출현 비율

를 비교하였다. 총 359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 발문의

기능별 출현 비율은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3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24.8%),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

결하도록 돕는 기능(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학적 추론을 돕는 발문과 문제

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발문,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발문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Fig. 3] Frequency of the functions of questions

presented in textbooks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 학년군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기능은 학년군에 따라 출현 비율이 다르

게 나타났다.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

문의 출현 비율은 1∼2학년군(10.3%)에서부터 3∼4학년군

(11.7%), 5∼6학년군(16.0%)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복잡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어 새롭게 습득하게 되는 학습 내용이 증가함으로 인

해 사실 발문의 출현 비율이 높아진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

문의 출현 비율은 3∼4학년군(13.9%)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이어서 5∼6학년군(9.7%), 1∼2학년군(6.4%)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그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등 그래프 관련 단원을 학습하는 3∼4학년군의 경우 추

론 발문의 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학년군 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본격적인 수학적 추론이 나타나기보다는 상당수가 수학

적 추론의 하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처

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는 1∼2학년군의 경우 수

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적게 나타나는 내용 특

성상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한

발문의 출현 비율이 다른 학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의 출현

비율은 1∼2학년군(26.9%)에서 3∼4학년군(29.2%), 5∼6

학년군(33.3%)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나타났다.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학습할 내용의 수준이 높아지고 복잡해지므

로 논리적인 수학적 추론을 유도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의 출현 빈도가 점차 증가하여 고학년인 5∼6학년군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발문의 유형 중

추론 발문의 출현 비율은 3∼4학년군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지만 3∼4학년군에서는 추론의 낮은 수준인 수학적

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한 발문이 많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수학적 추론 기능을 돕는 발문은

적게 나타났다.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

문의 출현 비율은 1∼2학년군(34.6%)에서 3∼4학년군

(21.9%)이나 5∼6학년군(2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

∼2학년군의 경우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

로 작용하는 발문의 출현 비율이 다른 학년군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3]에 제시된 성취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자료의 처리에 대한 내용 지도보다는

분류하기나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기와 같은 자료

처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활용하는 생활 속 문제해결 상

황을 제시하거나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발문이 상대

적으로 많이 사용된 현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3∼4학

년군과 5∼6학년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

운 학습 내용인 그래프 개념이나 평균과 가능성 등에 대

한 이해가 우선시 되며, 학습한 그래프나 가능성을 비교

및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이 주로 요구되는 시

기이다. 이는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한 발문

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은 적게 나타난 현상과 관

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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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의 출현 비율은 1∼2학년군(21.8%)

에 비해 3∼4학년군(23.3%)에서 높게 나타났다가 다시 5

∼6학년군(18.8%)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4학

년군의 경우 새롭게 그림그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

프 등 그래프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에 그래프에 대한 지

식과 이에 대한 아이디어, 그래프 개념에 대한 응용을 연

결하도록 돕는 발문이 다른 학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1∼2학년군의 경우 분류하기와 분류한 자

료를 표로 나타내거나 ○, ×, ／ 등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과 같이 연관된 수학 지식과 아이디어를

관련지어 보도록 돕는 발문 등이 제시되어 3∼4학년군

다음으로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이 많이 나타났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

중 사실 발문은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이나 수학적으

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추론 발문

은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이나 수학적 추

론을 돕는 기능,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

로 작용하였다.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문제

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이나 수학적 지식, 아이

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Fig. 4] Frequency of the functions of questions

presented in textbooks by grade clusters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기능은 [Fig. 4]에 제시된 바

와 같이 학년군별로 출현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학년군별로 제시된 발문의 기능 출현 비율의 순위는 다

르지만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 문제의 추측, 발명, 해

결을 돕는 기능,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

하도록 돕는 기능이 모든 학년군에서 출현 비율이 높은 3

가지 발문의 기능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과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은 모

든 학년군에서 출현 비율이 낮은 2가지 발문의 기능에

해당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의 5개 영역 중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발문이 활용되었다고 생

각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자

료와 가능성 영역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기능을 학년

군별로 비교 분석하여 발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첫째,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학년군별 발문

의 횟수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였으며, 차시

당 발문의 횟수는 1∼2학년군의 경우 6.0개, 3∼4학년군의

경우 8.1개, 5∼6학년군의 경우 9.6개로 나타났다. 이는 학

년군별 학습 내용이나 사고의 수준에 있어서의 격차로

인해 학년군별로 발문의 양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학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사실

발문(Barnes, 1990)과 달리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

에 제시된 발문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추론 발문이 주로 나타났다. 사실 발문이나 추론을 요구

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학년군에 따라 출현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자료

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해석이 주가 되는 내용 특성상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추론 발문과 관련성

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발문은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론 발문은 3∼4학년군에서 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학년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1∼2학년군에서

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학년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학습 내용이 복잡해

지므로 새롭게 습득하게 되는 학습 내용이 증가하게 되

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사

실 발문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4학년군에서는 3가지 그래프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학

습하므로 그래프를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논

리적 추론(Chang et al., 2010)을 유도하는 추론 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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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1∼2학

년군의 경우 다른 학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

습 내용의 분량이 적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고차원적

사고가 개입된 발문을 하기 어려우므로 통계교육에서 요

구되는 직관적인 탐구와 흥미로운 발견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묻되 추론을 요구하

지 않는 열린 발문의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5

∼6학년군의 경우 3∼4학년군에 비해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응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학에 대한 학생의 시야를 확장시켜서 다른

수학적 지식이나 타 교과와의 연결을 꾀하고 비판적 사

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Kwon et al., 2006) 창의적인 사

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주로 수학적

추론을 돕거나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 수

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으

로 작용하는 발문이 많이 제시되었다. 수학의 이해를 돕

거나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은 적게 제시되었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수집

한 자료의 해석과 논리적 추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발문이 창의적 사

고의 발달과 문제해결 능력 및 논리적 추론 능력 신장을

꾀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자료 분석 및 통계, 확률 교육이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의사소통 능

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

(Park et al., 2017)와 유사하다.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제시된 발문의 기능은

학년군에 따라 출현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발

문의 유형별로 주로 작용한 기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

다. 사실 발문은 주로 수학의 이해를 돕거나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추론 발문은 주로 수학적

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거나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 문

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추론

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은 주로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거나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

도록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발문의 유형과 기능 사이의 관련성 및 발문의 기능과 학

년군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수학의 이해를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의 경우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학

습하게 되어 새로이 습득하게 되는 학습 내용이 증가함

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자료 처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는 1∼2학년군의

경우 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적게 나타나는

내용 특성상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의 출현 비율이 다른 학년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3∼4학년군의 경우 학습하는

그래프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

는 논리적 추론을 유도하는 추론 발문의 출현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상당수가 수학적 추론의 하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기

능으로 작용하였다.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

는 발문의 경우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점차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군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학

습할 내용의 수준이 높아지고 복잡해지므로 수학적 추론

과 같은 사고 기능이 요구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

악된다.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

문의 경우 1∼2학년군에서 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는 1∼2학년군의 경우 자료 처리에 대한 기초 지

식을 활용하는 생활 속 문제해결 상황이나 문제해결 방

향을 제시하는 발문이 많이 사용된 현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경우 새로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그래프 비교 및 해석

등의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이 주로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수학적 추론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한 발문이 많

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문제의 추측, 발명, 해결을 돕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은 적게 나타난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수학적 지식, 아이디어, 응용 등을 연결하도록 돕는 기

능으로 작용하는 발문의 경우 3∼4학년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4학년군의 경우 새롭게 학습하는 그래프에

대한 수학 지식과 이에 대한 아이디어, 이러한 개념에 대

한 응용을 관련짓는 것을 돕는 발문이 다른 학년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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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

에 제시된 발문은 학생들의 통계적 탐구와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수

집과 정리, 분석 및 해석이 중심이 되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학습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발문의 유형이나 성

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Kwon et

al.(2006)에서 제안한 효과적인 그래프 지도 방안과 같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로 시작하여 예측과 정보 교

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그래프 해석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문 활용에 있어서 교수학적 숙고가 필

요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습득한 새로운 개념과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발문과 논리적인 사

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추론 발문, 다양한 생각을 묻고

다른 수학적 지식이나 타 교과와의 연결을 꾀하여 창의

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발문 등 발문의 유형별 특성과 이러한 발문의 기능적 특

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년군별 수준과 지도할 내용의 성격에 적합한

발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학년군별 교과서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제시된 발문의 특징이 교과서의 다른 영역에 제

시된 발문에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인지 알아볼 필요

가 있으므로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여

영역 간 발문의 특성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초등수학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 지도 시 발

문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발전

적인 방향으로 통계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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