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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3학년을 중심으로 2018년 현재 남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단원 및 차시 구성 측면에서 비교하고, 1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남북한 수학 교과용도서의 강조점 및 교과용도서의 구성,
교과서 구성 체제, 교사용 지도서 구성 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남북한 수학 교과서는 수와
연산 영역 관련 단원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고, 단원 수, 단원명 제시 등에 차이점이 있었
다. 셋째, 남북한 수학 교과서 모두 삽화로 구성된 단원 도입 차시, 놀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차시 등을 포
함하고 있고 본차시 구성 시 다양한 조작 활동, 이해를 돕기 위한 말풍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과 상이
한 아이콘의 사용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1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 중
남한 1학년에서만 다루는 내용과 북한 1학년에서만 다루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한 수학 교과서
비교 분석 결과에 기초한 논의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남한 수학 교과서, 북한 수학 교과서, 수학 교과서 구성 체제, 학습 내용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are used in 1st to 3rd grade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pecifically, the textbooks were compared in terms of unit and lesson frameworks, and the
learning contents of mathematics covered in the 1st grade textbook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extbooks were derived. First, we identified the emphasis
on the textbooks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n mathematics, as well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the textbooks, the structure of textbooks, and the system of teacher’s guidebooks. Second, South and North Korean
mathematics textbooks share the largest proportion of units in the number and operation domain, and differ in the number
of units and presentation of names. Third, both textbooks contain the introductions are composed of illustrations and the
lessons are comprised of play activities, whil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use of icons. Fourth, among the
learning contents covered in the 1st grade mathematics textbooks, we identified the contents covered in thr 1st grade of
South Korea and in the 1st grade of North Korea.
KEY WORDS: mathematics textbook of South Korea, mathematics textbook of North Korea, unit and lesson
frameworks of mathematics textbook, learn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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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설명 위주가 아닌,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물음과 문제 제기, 구체적인 활동을

2018년 4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한

통한 수학 수업을 강조하고 있음은(Education

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국제 정세는 남북의

book publishing, 2013b) 북한의 새로운 수학교육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빠르

의 방향이 남한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는 인상

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을 준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 수학 교과서 관련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남북 간 다방면적 교류 협

선행 연구들(An, 2007; Kim, Kim, Kim, Han,

력 활성화(Panmunjeom Declaration Implementation

Kang, & Lee, 2014; Lee, 2013; Woo & Park,

Promotion Committee, 2018)’가 포함된 것은 교육

2002; Woo, 2003; Yun, 2006 등)은 여전히 남한

분야, 특히 수학교육과 관련한 교류의 가능성 또

과 북한이 서로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한 기대하게 한다. 실제로 북한 소학교(남한의

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초등학교에 해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수학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 여

과목 중 하나가 수학이라는 점은(Kids Dong-A,

건 상 자료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

2018) 이러한 교류의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고 그동안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시작에 맞추어 2012년

그러나, 그간의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비

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발표하고 세계

교 연구들은 2013년 이전의 북한 교과서를 대상

적 교육 추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산업

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대,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창조형’, ‘실천형’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육 분야

인재를 강조하였다(Cho, Lee, Kang, & Jung,

관련 교류와 협력을 준비하고 언젠가 맞이할 통

2015). 이에 따라 2013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초등학

개정을 실시하고 새 교과서를 편찬하여 적용하

교 1~3학년을 중심으로 2018년 현재의 남북한

는 등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교육 분야에도 많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o et

로,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단원 및 차시 구성 측

al., 2015; Kim, Park, & Lee, 2016). 이것은 김정

면에서 비교하고,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학

은이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의 지적

학습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능력과 응용 실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수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법을

강조한

것을

토대로(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b)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새 수학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생활 관련 삽

II. 선행 연구 고찰

화를 살펴보면서 그 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보고, 생각하기, 물음, 해보기, 토론, 놀이 등
여러 수학 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1.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탐색 관

련 선행 연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b). 특히 교사의

북한은 2012년에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제’의 연장선으로, 2013년에 초중등학교 교

2018, Vol. 28, No. 3

ㆍ

ㆍ

ㆍ

이 화 영 임 미 인 김 주 창 이 환 철

369

육과정을 개정하였다.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에 대해 탐색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대표적으

학업성적 평가는 학기, 학년말에 진행하는 시험

로 Cho et al.(2015), Kim et al(2016) 등을 찾아볼

과 평상시 교수내용 소화 정도, 과외학습 및 활

수 있다.

동정형에 대한 료해검열(이해도 확인을 뜻함)을

북한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육강령’이라고 하
며1),

여기에는 총론인 ‘과정안’과 교과 교육과정

배합하여 진행하도록 한다(Cho et al., 2015; Kim
et al., 2016).

인 ‘교수요강’이 포함되어 있다(Cho et al., 2015;

Cho et al.(2015)은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Kim et al., 2016). 이 중 총론은 목표, 학제, 총

이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교급 간, 학년

교육시간, 교육과정의 영역 및 교과 구성과 시

간 교육내용의 계열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교과

간, 학교 교육과정, 학생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통해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2012년 9월부터 실시된 새 학제는 유-

사고력, 탐구력, 창조력 등 일반적인 지적 능력

초-중-고의 연한을 2-5-3-3으로 하고 유치원 1년

과 지식의 활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역점을

(높은 반)과 초중등교육을 합한 12년 무상의무교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업 방법적 측면에서 일

육제이다. 교육시간은 일수, 주수, 시수 등으로

방적인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주 6일 수업제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 전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 주수는 연간 40주로, 교과

개 방식에 대한 개선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와 비교과 모두 남한보다 많은 시간이 설정되어
있다. 1학년 주당 수학 시간은 4시간, 2~5학년은
5시간, 총 821시간으로(Kim et al., 2016, p.360),

2. 남북한 수학 교과서 비교 분석 관련

선행 연구

남한의 총 800시간(1~2학년군 256시간, 3~4, 5~6
학년군 각 272시간)보다 많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내에서 남북한의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

편성보다 운영을 강조하며, 평가 지침은 구체적

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1980~90년대부터 본격

이고 상세한 편이다. 북한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 연구 중

을 통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엄정한 실행을

Shin, Hwang, Park, Kang, & Park(1997)은 남북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크게 교과서의 외형적

수학습 방법, 교과서 집필 방법, 평가에 대한 구

체제 및 단원 편성 체제, 영역별 비중, 사용하는

체적인 예시가 제시된다.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

용어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 중 교과서 체제

서 집필 방법은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상세하게

는 단원명, 학습 내용 제시 방법, 교과서 구성

다루고 있고, 총론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방식을 비교하였는데, 북한 교과서는 주로 문제

하여 교수학습이 언급되기도 한다. 평가는 총론

위주이나,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준 높

과 교과 모두에서 제시되고 있다. 평가의 특징은

은 문제도 많음을 파악하였다. 교과서 쪽수를 근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거로 영역별 분량을 비교한 결과, 당시 북한 교

있는 기준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점, 수행평가

과서는 수와 연산 영역이 가장 비중이 크고, 도

1) 북한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육강령’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후의 기
술에서 남한 용어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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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와

정 영역의 내용이 아예 다루어지지 않는 등 내

관련하여 북한 교과서 대부분의 수학 용어는 한

용 영역 간 비중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 것으

글화되어 있고, 2등변3각형, 바른6면체 등과 같

로 파악되었다. 소학교의 경우 수와 연산 영역

이 도형의 변, 각, 면의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내용 비중이 남한에 비해 크며, 규칙성과 문제해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결 영역에 대한 내용은 남한에 비해 매우 빈약

북한에서만 쓰이는 용어(더하는수, 더는수, 덜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등)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H. C.(2015)은 개정된 2013년 초급중학교

Kim, H. J.(2015)은 연구 당시 북한의 4년제 초

1학년 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단원 구성과 내

등교육과 남한의 6년제 초등교육을 대등한 입장

용 체계, 영역별 학습 내용 비중을 살펴보았다.

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북한의

그 결과, 새 교과서가 수요자 중심의 전개 방식

학제에 맞추어, 남한과 북한의 초등학교 1~4학년

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서 내용 구성의 변화와

까지의 수학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남북한의 초

‘확률과 통계’ 영역의 체계적 도입으로부터 글로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벌 표준에 의한 교육내용 변화를 파악할 수 있

1~4학년 수학 교과서(남한은 2009 개정 교육과

다고 하였다. 또한 실천 활동과 문제 해결 중심

정에 따른 초등학교 1~4학년 교과서, 북한은

으로 내용이 변화했으며, 김정은 사상교육이 교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발행된 소학교 1~4학

과서 전반에 도입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년 교과서)의 구성 체계와 단원명, 학년별, 영역

그 밖에 Kim et al.(2014), Lee(2013), An(2007),

별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Woo(2003), Yun(2006), Jung & Lee(2016) 등 다수

탈북학생을 위한 보충 교재를 예시적으로 개발

의 연구에서 남북한 수학 교과서의 단원 구성

하였다.

체제, 단원명, 학년별 및 영역별 내용 등을 비교

Byun & Park(2012)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서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수학과

(2002년부터 2009년에 걸쳐 발행된 소학교, 중학

교육과정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제, 수학

교, 고등중학교 교과서)의 내용 전개 체계, 학년

교과서 구성 체제 등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

별 내용 영역 분량, 수학 학습 내용 요소, 내용

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

지도 계열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문헌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의 의도된 교육과정이 실제 교수학습 장면에

선행 연구들의 연속선상에서 2018년 현재 적용

서 어떻게 실행되고 평가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되고 있는 남한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몇 가지 특징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 교과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북한의 2013 개정 교육

의 내용 전개 체제는 일관적으로 도입-개념정리-

과정에 따른 소학교 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

연습문제의 순서를 따른다. 도입 부분에서는 질

과서 구성 체제를 단원 및 차시 구성 측면에서

문이나 문제를 제시하나 매우 간단명료한 것으

비교하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을 비교

로 나타났다. 남한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분석하고자 한다.

을 기준으로 학년별 내용 영역 비중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경우에 어느 학년에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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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1학기와 2학기
교과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교과용도서 구성 상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교과서의 외형적 구성 체제는 전체
분석 대상을 모두 분석하되, 교과서의 단원 및

1. 분석 대상

차시 구성의 비교는 남한의 <수학>과 북한의
<수학 소학교>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남한과 북한의 현

전체적인 분석 대상은 Table 1과 같다.

행 초등학교 1, 2, 3학년 수학 교과서이다. 이때,
1, 2, 3학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취한 것은 일

Table 1. Subjects of analysis
교과서명

출판년도

발행 기관

수학, 수학 익힘 1-1

2017

교육부

수학, 수학 익힘 1-2

2017

교육부

수학, 수학 익힘 2-1

2017

교육부

수학, 수학 익힘 2-2

2017

교육부

급 학년 교과서로 비교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타

남한 수학, 수학 익힘 3-1

2018

교육부

교과와 달리, 남북한 모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수학, 수학 익힘 3-2

2018

교육부

1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서만을

교사용 지도서 1-1

2017

교육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사용 지도서 1-2

2017

교육부

수학 전자 저작물 1-1

2017

교육부

수학 소학교1

2013

교육도서출판사

수학 소학교2

2014

교육도서출판사

수학 소학교3

2014

교육도서출판사

수학교수안 소학교
제1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차적으로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수학 교과서
부터 비교하여 남북한 각각에서 저학년 학생들
을 위해 개발한 수학 교과서가 지니는 구성 체
제 및 학습 내용 관련 특징을 파악하고 이후 상

구체적으로, 남한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개발된 초등학교 1-1, 1-2, 2-1, 2-2, 3-1,
3-2 <수학>, <수학 익힘> 교과서 총 12권과 교
과서의 구성 체제와 학습 내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1-1, 1-2 <수학 교사용 지도서> 2권, 1-1

북한

<수학 전자 저작물(CD)> 1종이 주요 분석 대상
에 해당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2013년 초중등학

2.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교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개발된 수학 교과서인
<수학 소학교1>, <수학 소학교2>, <수학 소학교

본 연구에서의 비교 분석은 남한과 북한 수학

3> 3권과 교사용 지도서의 성격을 띠는 <수학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차시 구성 체제, 1학

수안 소학교 제1학년>이 해당한다2).

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의 공통점

이때, 남한은 교과서가 <수학>, <수학 익힘>

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두 권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 북한에는 남한의

다(Table 2). 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

<수학 익힘>에 대응하는 교재가 없다는 특징이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본 연구를 위해 통일부를 통해 북한 교사용 지도서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수학교수안>이 소학교 1학년용뿐이므로, 북한의 경우에는 <수학교수안 소학교 제1학년>만을 분석의 대
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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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contents
내용
분석
내용
1

분석
내용
2

분석
내용
3

교과용도서
구성 체제
비교

단원
및
차시 구성
비교

1 학 년 의
학습 내용
비교

세부 내용
남북한 수학 교과용도서는
각각 어떠한 종류의 책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과용도서(교과서, 지도서)
의 구성 체제는 어떠한 공통
점, 차이점이 있는가?
남북한 저학년 수학 교과서
각각의 단원명, 단원 수, 쪽
수, 내용 영역별 비중은 어떠
하고, 단원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무엇인가?
차시 구성 체제는 어떠한 공
통점, 차이점이 있는가?
남한의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만 제시된 학습 내용에는 무
엇이 있는가?
북한의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만 제시된 학습 내용에는 무
엇이 있는가?

첫째, 남한과 북한 수학 교과용도서의 구성 체제
비교이다. 여기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과용도서가 각
각 어떠한 종류의 책자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체제
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수학 교과서와 교사용 지
도서 구성 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중 분석 방법은 Byun & Park(2012), Shin et
al.(1997)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교과서 쪽수를 비
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3). Shin et al.(1997)은 영
역별 비중을 고려할 때 그 근거로 교과서 쪽수
나 학습 시간, 난이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때, 남북한 교과서에서 한 쪽에 포함된
내용의 양과 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에 쪽
수에 따른 평면적 비교가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
하고,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
고, 학습 시간에 대한 북한 측의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쪽수 비교 방법의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을 따를 때, 남한과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교과서 한 쪽에 여러 내
용 영역 관련 문제가 포함되는 사례가 다수 발
견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진 간 교차
검토를 거쳐 전체 문항 수에 대한 해당 내용 영
역 관련 문항 수의 비율을 구하여 쪽수를 산정
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1과 같이 한 쪽이 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번 문항 1개만 규
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성 내용 영역


관련이  쪽인 것으로 산정하였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1, 2, 3학년 수학 교과서
의 단원 구성 체제 및 차시 구성 체제의 비교
분석이다. 먼저, 단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단원명, 단원 수,
본차시 쪽수, 내용 영역별 비중 및 단원 구성에
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차
시 구성 체제는 단원도입 차시, 본차시, 특수 차
시(놀이 수학, 생각 수학, 탐구 수학, 련습 등)로
구분하여 남북한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 둘째 분석 내용 중 수학과 내용 영역별 비

Figure 1. An example of including two or more
content domains on a page(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3) 남한의 수학 교과서는 <수학>, <수학 익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북한에는 <수학 익힘>에 해당하
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내용 영역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수학>
교과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2018, Vol. 28,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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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내용 영역별 비중을 파악할

수학 교과서의 학습 내용만을 비교 분석 대상으

때, 북한에서는 소학교 1학년 수학과목 교수내용

로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이후 학년의 학습 내

을 크게 ‘수와 식’, ‘량과 재기’, ‘공간과 도형’,

용 비교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통계와 확률의 초보’, ‘문제해결’의 5개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고(Education

book

IV. 연구 결과

publishing,

2013b)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5가지 주제는 남한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
역에 대응하는 것으로, ‘수와 식’은 ‘수와 연산’,
‘량과 재기’는 ‘측정’, ‘공간과 도형’은 ‘도형’,

1. 남북한 수학 교과용도서 구성 체제

비교

‘통계와 확률의 초보’는 ‘자료와 가능성’에 해당
한다고 파악된다. 이로부터 북한에서는 남한의

이 절에서는 북한과 남한 순으로 수학 교과용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도의 주제

도서에서의 강조점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에 따

(내용 영역)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주제를 다룰

른 교과용도서의 구성 체제를 비교한다.

때 함께 지도함을 파악할 수 있고, 남한의 수학
교과 역량 중 하나인 ‘문제 해결’을 주제 중 하

가. 수학 교과용도서의 강조점

나로 취급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
려하여, 본고에서는 남한의 내용 영역을 기준으
로 내용 영역별 비중을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교과서를 통해 구현하
고자 하는 수학과의 목표와 더불어, 사회 및 학

셋째, 남한과 북한 1학년 수학 교과서의 학습

교 현장의 요구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체화할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여기서 ‘학습 내용’

수 있도록 갖추어지게 된다. 북한의 수학 교과용

은 교과서 차시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학습 활동

도서의 강조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교사 중

이나 학습 목표라 볼 수 있는 수학적 개념, 원리

심의 일방적 교수를 지양하고 학생 이해를 강조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남한 교과서에서는

한 것이다. 이는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

다루고 있지만 북한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요한 것은 교수에서 들이먹이는 방법, 베껴주는

않는 학습 내용, 역으로 북한 교과서에서는 다루

방법을 없애고 깨우쳐주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

고 있지만 남한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입니다(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b. p.1)4)’라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 수학

는 <수학교수안> 머리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교육의 내용 측면에서의 간극을 파악하고자 하

다. 둘째, 새로운 수학 교수방법 도입의 필요성

였다. 이때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부를 통해 확

을 강조한 것인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

보된 북한의 교사용 지도서인 <수학교수안>이

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실천능력을 높여줄 수

소학교 1학년용뿐이므로, <수학교수안>을 통해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학습 내용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학년

교수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Education book

4) 북한의 <수학>, <수학교수안>에 제시된 문장, 낱말 중에는 남한과 일치하지 않는 어법, 낱말이 다수 존재
한다. 본고에서는 가급적 북한 교과용도서에 제시된 문장, 낱말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본래의 의미가 전
달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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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ng, 2013b. p. 1)’라는 제시를 통해 알 수

교사용 지도서에 해당하는 <수학교수안>으로 구

있다. 과거 북한 <수학교수안>에서 제시했던 ‘학

성되어 있다. 남한의 교과용도서가 교과서에 해

교들에서는

당하는 <수학>과 <수학 익힘>, <수학 교사용 지

… (중략) …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Education

도서> 및 <수학 전자 저작물 CD>로 구성되어

book publishing, 2003, p. 2)’로부터 짐작할 수 있

있는 것에 비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듯이, 새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

북한의 <수학>은 학년 당 1권으로 구성되어

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교수방법을 적극 도

있으며, 남한은 학기 당 <수학>, <수학 익힘> 1

입하고 학생 중심의 교수를 지향하려는 의지를

권씩 총 2권으로, 학년 당 총 4권으로 구성된다.

엿볼 수 있다.
남한의 수학 교과용도서는 2015 개정 수학과

다. 교과서 구성 체제 비교

교육과정에서의 강조점을 충실히 반영할 것과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방향을 강

북한 교과서는 한 장(단원에 해당)이 몇 개의

조하였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강

절로 구분되고, 각 절은 1~2쪽으로 이루어진 여

조점은 수학 교과 역량 반영, 학습 부담 경감 추

러 차시로 구성된다. 각 절에는 ‘1) 합하면 몇일

구,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 실생활 중심의

가? 2) 남은 것은 몇일가?’와 같이 절 제목이 제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적 도구 강조의 5가지이

시되며, 차시는 ‘련습’ 차시를 제외하고는 제목

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미래

이 제시되지 않지만, ‘새 수업’ 아이콘을 제시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Park et al., 2015)의

여 이 아이콘이 제시되는 지점부터 새로운 차시

필요성에 따라 수학과에서 학습 내용 요소 뿐

임을 나타낸다. 남한 교과서는 한 학기당 6개 단

아니라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원(1학년 1학기만 5개 단원)으로 구성되고, 단원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

내에서는 대부분 2쪽을 한 차시 분량으로 하여

량의 함양(Ministry of Education, 2015)을 강조하

차시마다 차시 제목이 제시된다.

였다. 또한, 남한의 수학 교과용도서는 위의 내

북한 교과서는 표지 다음 쪽에 김정은의 교시

용을 반영하면서도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를 고

를 한 쪽 분량의 머리말로 제시한다. 그 다음 두

려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학생 참여 중심

쪽으로 차례가 제시되고, 1장(1단원)이 시작된다.

<수학>’,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수학 익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 한 장의 구성

힘>’,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친절한 <수

은 장 도입 그림, 여러 차시를 포함하는 절(보통

학 교사용 지도서>’(Ministry of Education, 2017f)

2개 절로 구성), ‘련습’으로 구성되며, 4장 이후

를 기본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복습’, 8장 이후 ‘총복습’이 제시된다5).
2003년 출판된 북한의 이전 1학년 교과서

나. 교과용도서 구성 비교

(Education book publishing, 2003)에서는 17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절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차시

북한의 수학 교과용도서는 교과서인 <수학>과

구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활동마다 1, 2, 3

5) 2학년은 5장 이후 ‘복습’, 9장 이후 ‘총복습’ 제시, 3학년은 6장 이후 ‘복습’, 10장 이후 ‘총복습’이 제시된다.
2018, Vol. 28,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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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frameworks of mathematics textbooks for 1st grad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1장

북한 교과서
<수학>
머리말
장 도입
1절
본차시
2절
본차시
련습 6)

1단원

2장
…
4장
복습
5장
…
8장
총복습
놀이판

남한 교과서
<수학>
<수학 익힘>
수학은 내 친구
공부할 준비가 되어있나요
단원 도입
본차시
본차시
놀이 수학(생각 수학)
(차시별 5~6 문항 제시)
본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학습 정리 만화
탐구 수학
이 단원의 공부 되돌아보기

2단원
…
6단원
수학으로 세상 보기
준비물 꾸러미

준비물 꾸러미
정답과 풀이

등의 번호를 부여하여 암묵적으로 1번으로 시작

부할 준비가 되어있나요’), 차시별 5~6개의 연습

하는 지점이 새로운 차시임을 나타내었던 것에

문제, 학습 정리 만화, 단원 학습 확인 문제(‘이

비하여 교과서 체제가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단원의 공부 되돌아보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 또한, 이전 교과서는 삽화가 많지 않고 사진

밖에 학습 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물 꾸러미’와

은 거의 전무했던 점에 비해, 사진과 삽화가 매

‘정답과 풀이’를 제공하고 있다.

우 풍부해지고 아이콘이나 제목 꾸밈 등 전체적

이처럼, 북한은 이전에 비해서 내용과 구성에

인 디자인에서도 매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있어서 체계적이고 풍부한 구성을 시도했다고

북한 교과서의 기타 특징으로, 놀이를 중간 중

볼 수 있으나, 남한에 비해서는 교과용도서의 구

간에 포함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전 교과서

성이나 교과서 구성 체제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

에서는 놀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음에 견줄 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북한
교과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라. 교사용 지도서 구성 체제 비교

남한 교과서는 ‘단원 도입, 본차시, 놀이 수학
(3학년은 ‘생각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체제를 전체의 구성 체

수학’으로 한 단원 내에서의 차시 구성이 북한

제와 단원의 구성 체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에 비해 다양하다. 또한, 1단원 앞부분에 ‘수학은

한다. 먼저 전체의 구성 체제이다.

내 친구’, 6단원 다음에 ‘수학으로 세상 보기’라

북한의 <수학교수안>은 Table 4에서 볼 수 있

는 특수 차시를 포함하고, 다양한 학습 준비물을

듯이, 김정일과 김정은의 교시를 담은 머리말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별책으로 구성된 <수학 익

시작하여 차례, 수학과의 목적과 일반적 요구 사

힘>은 <수학>의 단원 및 차시에 대응하도록 구

항, 1학년 수학 과목의 특성과 교수안의 이용방

성되어 있는데, 단원마다 선수학습 확인활동(‘공

법과 진도표, 1학년 수학 과목의 교수내용과 방

6) Table 3에서 교과서 구성 체제 관련 용어 표기 시, 북한의 <수학>, 남한의 <수학>, <수학 익힘>에 명시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 용어는 진하게(Bold)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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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rameworks of mathematics

Table 4. The frameworks of mathematics
st

teacher’s guidebook of South Korea

teacher’s guidebook for 1 grade of
North Korea

차례
제1부 수학과의 지도

머리말
차례

Ⅰ. 소학교 <수학> 과목교육의 목적과 일반적 요구
1. <수학> 과목교수의 목적과 목표
2. 1학년 <수학> 과목교육의 목표, 범위와 수준,
도달기준

Ⅱ. 1학년 <수학> 과목교육의 특성과 교수안의 리
용방법, 진도표
Ⅲ. 1학년 <수학> 과목의 교수내용과 방법

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Ⅱ. 수학과 교과용도서의 구성 체제와 활용 방안
Ⅲ. 초등학교 수학 교과의 교수 학습 및 평가
Ⅳ. 초등학교 수학 수업 모형 및 교수 학습 과정
예시
Ⅴ. 단원 지도 계획
Ⅵ. 전자 저작물(CD) 자료 수록 목록

제2부 지도의 실제

1장

수학은 내 친구

2장

1단원

…

2단원

…

법을 장(단원)별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수학

수학으로 세상 보기

교수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소학교 1학년
<수학> 과목교육은 유치원을 갓 졸업한 나어린

남한의 <수학 교사용 지도서>는 Table 5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상성과 론리성으로

보듯이, 제1부에서는 수학과의 지도를 위한 교육

… (중략) … 학교교육의 첫 단계인 것 만큼 다

과정 내용, 수학 교과용도서의 구성 체제와 활용

른 학년, 다른 과목교육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

방안, 초등학교 수학 수업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

을

2013b.

예시, 단원 지도 계획, 전자 저작물(CD) 자료 수

p.11).’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의 연계성, 일상생

록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단원별

활과의 연관성, 1학년 학생의 사고 수준의 특성,

지도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제시한다.

가진다(Education

book

publishing,

국어교육과의 연계성 등 1학년 수학만의 특징과
유의점을 명확히 상술한 점이다.

남한의 <수학 교사용 지도서>는 북한에 비해
수학 교과용도서의 이용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

2013년 북한의 <수학교수안>은 2003년 출판본

며, 초등학교 수학 교과의 교수 학습 및 평가에

에서 머리말 다음에 수학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대해 매우 상세히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

내용 제시 없이 곧바로 1장(1단원)을 제시했던

히,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수학적 지식의 특징,

것에 비해 수학과의 목표, 내용 범위와 수준, 학

수학적 사고 방법, 수학교육론, 수학 평가의 동

년 수학과목의 특성 등을 제시하는 등 내용이

향 및 방향 등 수학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을 정

보다 풍부해졌는데, 이를 통해 내용 지식뿐만 아

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니라 교수 지식에도 유의하고자 하는 북한 교육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18, Vol. 28, No. 3

다음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단원의 구성
체제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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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

teacher’s guidebook for 1 grade of

은원수님께서

… (중략) … 학습을 잘해나가도록

North Korea

교양하는데

있다(Education

st

장 제목

book

publishing,

2013b. p. 81)’ 등이다.

제1수업(차시) 제목

남한의 <수학 교사용 지도서> 단원의 구성은

교수 목적
준비(읽어야 할 문헌, 준비품)
련관

‘단원 개관’, ‘단원 학습 계열’, 해당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여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또한 ‘단원 학습 목표’에서 내용 목표와

교수내용 및 방법

교과 역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원의 흐름’,
북한 <수학교수안>의 장의 구성은 Table 6과
같다. 남한과는 달리 장(단원)의 학습 내용에 관
련된 전반적인 개관이나 지도 유의 사항, 배경
지식 등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차시 지도 내
용을 제시한다. ‘교수 목적’, ‘준비물’, ‘연관 내
용’, ‘교수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는 점과 교사의
발문, 학생의 예상 답변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
는 점이 남한과 유사하다. 그러나, 몇몇 차시에
서는 ‘교수 목적’에서 학습 목표 외에 사상적 목
적을 제시하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 예컨
대, ‘콩우유에 깃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Table 7. The unit frameworks of mathematics
teacher’s guidebook of South Korea
교사용 지도서(도서)

교사용 지도서(CD)

‘단원의 전개 계획’, ‘단원 지도 유의 사항’으로
단원 지도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
시하였으며, ‘단원 학습 평가’에서도 학습 내용
평가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 역량 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단원 배경 지
식’을 통해, 단원별 학습 내용의 근간이 되는 지
식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Table 7).
그 다음으로는 차시별 지도 내용을 2쪽씩 제
시하고 있는데, 정답이 표시되어 있는 교과서의
축쇄판이 실려 있는 점이 북한과 다르다. 또한,
<수학>에 제시된 활동에 대해 교사의 발문과 학
생의 예상 답변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점이 북

ㆍ

한과 유사하나, ‘보충 심화 활동’, ‘수학 교과
역량’ 활동이 많은 지면을 통해 제시된 점이 상

ㆍ

이하다. ‘보충 심화 활동’에서는 <수학>에 제시

단원 개관

된 활동 이외에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제시하며,

단원 학습 계열

‘수학 교과 역량’ 활동 코너에서는 <수학>, <수

교육과정
단원 학습 목표
단원의 흐름
단원의 전개 계획
단원 지도 유의 사항
단원 학습 평가
단원 배경 지식
차시별 지도 방법
다시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수업용 PPT
교수 학습 자료
- 교과 역량 체크리스트
- 교사용 체크리스트
PDF 자료(수학, 지도서,
수학 익힘)
형성평가지
매일학습지
단원평가지
준비물(교구목록, 준비물)

학 익힘>에서 교과 역량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과서 이외의 교과 역량
함양 활동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한편, 남한의 <수학 전자 저작물 CD>에는 수
학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차시별 수업용 PPT를
비롯하여 교과용도서 PDF자료, 차시별 형성평가
지, 매일학습지, 단원평가지, 준비물 등이다.
이처럼, 북한과 남한의 교사용 지도서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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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성과 차시별 교수 내용에서는 유사한 점
이 있으나, 교사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의 양
과 종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북한과 남한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
과서의 단원명, 단원 수, 내용 영역별 비중을 비
교한 결과는 Table 8, Table 9와 같다.

2. 남북한 수학 교과서의 단원 및 차시

북한은 학기 구분 없이 8개 단원으로 이루어
졌으나, 남한은 학기를 구분하여 1학기 5개, 2학

구성 비교

기 6개 총 11개 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
남한과 북한의 1, 2, 3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

났다. 본차시 쪽수만을 비교했을 때 북한은 154

원 구성 체제 및 차시 구성 체제를 비교하였으

쪽, 남한은 256쪽으로 파악되어 북한에 비해 남

며, 각각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1학년 수학 교과서 분량이 약 100쪽 많았다.
남한 교과서의 단원명이 단원 학습 내용을 제

가. 단원 구성 비교

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원명에
서 학습 내용을 드러내고 있으나, 평서문(예, 큰

이 절에서는 단원명, 단원 수, 내용 영역별 비

수들의 계산을 할수 있어요), 의문문(예, 합이 열

중 및 단원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비교

을 넘으면?), 청유문(예, 구해보자요) 등 형식의

Table 8. The name of units, the number of units, the number of pages of each content domain of
mathematics textbooks for 1st grad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북한
단원명

남한
내용 영역(쪽수)

단원명

내용 영역(쪽수)

1. 교실에서 찾은 수들

수와 연산(17쪽)/ 도형(3쪽)/
측정(1쪽)

(1학기)
1. 9까지의 수

수와 연산(26쪽)

2. 구해보자요

수와 연산(33쪽)

2. 여러 가지 모양

도형(20쪽)

3. 열이 넘어요

수와 연산(9.8쪽)/ 측정(4.2쪽)

3. 덧셈과 뺄셈

수와 연산(36쪽)

4. 합이 열을 넘으면?

수와 연산(15.75쪽)/ 규칙성
(0.25쪽)

4. 비교하기

측정(14쪽)

5. 우리 둘레에 있는 모
양들

도형(5.34쪽)/ 측정(9.33쪽)/
규칙성(0.33쪽)/ 자료와 가능
성(1쪽)

5. 50까지의 수

수와 연산(30쪽)

6. 몇명이 더 탈수 있을
가?

수와 연산(23쪽)

(2학기)
1. 100까지의 수

수와 연산(26쪽)

7. 큰 수를 찾아 보자요

수와 연산(14.4쪽)/ 측정(4.1
쪽)/ 자료와 가능성(0.5쪽)

2. 덧셈과 뺄셈(1)

수와 연산(24쪽)

8. 큰 수들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수와 연산(7.8쪽)/
쪽)

3. 여러 가지 모양

도형(14쪽)

4. 덧셈과 뺄셈(2)

수와 연산(22쪽)

5.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측정(8쪽)/ 규칙성(14쪽)

6. 덧셈과 뺄셈(3)

수와 연산(22쪽)

단원 수
2018, Vol. 28,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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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ercent by content domain of mathematics textbooks for 1st grad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계

북한

120.75쪽
(78.4%)

8.34쪽
(5.4%)

22.83쪽
(14.8%)

0.58쪽
(0.4%)

1.5쪽
(1%)

154쪽
(100%)

남한

186쪽
(72.6%)

34쪽
(13.3%)

22쪽
(8.6%)

14쪽
(5.5%)

0쪽
(0%)

256쪽
(100%)

측면은 다소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칙성 영역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2학기

교과서 쪽수를 세어 분석한 결과, 북한(약

때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단원에서 규칙 찾기

78.4%)과 남한(약 72.6%) 모두 수와 연산 영역의

를 지도하는 반면(약 5.5%), 북한에서는 규칙성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1

이 별도의 내용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년 수학의 약 80% 정도를 수와 연산 학습에

학습 중간 중간에 한 두 문항 정도로 제시됨으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형 영역은 남

로써(약 0.4%) 규칙성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한이 약 13.3%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ure 1 참조). 자료와

북한은 약 5.4%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었다.

가능성 영역은 남한에서는 1학년 때 별도로 지

반면, 측정 영역은 남한이 약 8.6%인데 반해, 북

도되지 않고 있으며(0%), 북한에서는 도형, 측정

한은 약 14.8%로 남한에 비해 측정 내용의 비중

내용을 다룰 때 그에 대한 학습의 과정 중에서

이 컸다. 남한에서는 1학기 때 ‘비교하기’, 2학기

자료의 정리, 표 등의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있

때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단원에서 집중적으

는 것으로(약 1%) 분석되었다(Figure 3).

로 측정 내용을 다루는 데 반해, 북한 1학년 교
과서에서는 별도의 단원을 구성하지 않고 수와
연산이나 도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Figure 2와
같이 측정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1st grade of North Korea : An
example of data and chance contents(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Figure 2. 1st grade of North Korea : An
example of measurement contents(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북한과 남한의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명, 단원 수, 내용 영역별 비중을 비교한 결
과는 Table 10, Tabl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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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학기 구분 없이 9개 단원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반해, 남한은 1학기 6개, 2학기 6개

문(예, 꼭같게 나누자요) 등 형식 측면에서 남한
에 비해 다양하게 학습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총 12개 단원으로 이루어졌다. 본차시 쪽수만을

교과서 쪽수로 2학년 수학 교과서의 내용 영

비교했을 때 북한은 227쪽, 남한은 288쪽으로 파

역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남한과 북한 모두 수

악되어 북한에 비해 남한 2학년 수학 교과서 분

와 연산 영역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량이 약 60쪽 많았다.

다. 그러나 남한이 약 41%인데 반해, 북한은 약

단원명은 1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73.7%로 2학년 수학에서 남한에 비해 수와 연산

교과서 모두 단원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을 매우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파악되

북한은 의문문(예, 어느것이 더 무거울가), 청유

었다. 도형 영역은 남한이 약 10.4%, 북한은 약

Table 10. The name of units, the number of units, the number of pages of each content domain of
mathematics textbooks for 2nd grad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북한
단원명
1. 어느것이 더 무거울가
2. 몇명이 탔을가요

남한
내용 영역(쪽수)
측정(11.5쪽)/
자료와 가능성(2.5쪽)
수와 연산(26.7쪽) /
자료와 가능성(0.3쪽)

3. 무엇이라고 부를가

도형(12.8쪽)/ 측정(9.2쪽)

단원명

내용 영역(쪽수)

(1학기)

수와 연산(20쪽)

1. 세 자리 수
2. 여러 가지 도형

도형(30쪽)

3. 덧셈과 뺄셈

수와 연산(30쪽)

4. 모두 몇명이 모였을가

수와 연산(32쪽)

4. 길이 재기

측정(32쪽)

5. 오 오는 이십오

수와 연산(30쪽)

5. 분류하기

자료와 가능성(22쪽)

6. 구 구는 팔십일

수와 연산(20쪽)

6. 곱셈

7. 물건들의 모양과 크기
를 알아보자요

도형(5.3쪽)/ 측정(5.2쪽)/
규칙성(0.2쪽)/
자료와 가능성(0.3쪽)

8. 꼭같게 나누자요

수와 연산(32쪽)
수와 연산(26.55쪽)/

9. 공부시간

측정(12.45쪽)

수와 연산(18쪽)

(2학기)

수와 연산(20쪽)

1. 네 자리 수
2. 곱셈구구

수와 연산(30쪽)

3. 길이 재기

측정(20쪽)

4. 시각과 시간

측정(24쪽)

5. 표와 그래프

자료와 가능성(22쪽)

6. 규칙 찾기
단원 수

9개 (학기 구분 없음)

규칙성(20쪽)

12개 (1학기 6개, 2학기 6개)

Table 11. Percent by content domain of mathematics textbooks for 2nd grad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북한
남한

수와 연산
167.25쪽

도형
18.1쪽

측정
38.35쪽

규칙성
0.2쪽

자료와 가능성
3.1쪽

계
227쪽

(73.7%)
118쪽

(8.0%)
30쪽

(16.9%)
76쪽

(0%)
20쪽

(1.4%)
44쪽

(100%)
288쪽

(41.0%)

(10.4%)

(26.4%)

(6.9%)

(1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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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 다소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측정 영

로써 규칙성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것

역은 남한이 약 26.4%, 북한은 약 16.9%로 남한

으로 파악되었다(Figure 6).

교과서에서 측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때,
도형과 측정 영역을 다소 명확히 구분하여 단원
을 구성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선분, 꺾
인선 등을 학습하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거나
(Figure 4), 3각형, 4각형을 학습하면서 그 둘레
의 길이를 측정하는 등(Figure 5) 두 영역을 통
합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Figure 6. 2nd grade of North Korea : regularity
content(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a)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남한에서는 2학년 1학
기 때 ‘분류하기’ 단원과 2학기 때 ‘표와 그래프’
단원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반면(약 15.3%),
Figure 4. 2nd grade of North Korea : An

북한에서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내용을 다룰

example of geometry, measurement contents

때 그에 대한 학습의 과정 중에서 자료의 정리,

1(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a)

표 등의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약
1.4%) 분석되었다(Figure 7).

Figure 5. 2nd grade of North Korea : An
example of geometry, measurement contents
2(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a)

Figure 7. 2nd grade of North Korea : An
example of data and chance contents(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a)

규칙성 영역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2학기
때 ‘규칙 찾기’ 단원에서 규칙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반면(약 6.9%), 북한에서는 규칙성이 별
도의 내용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7단원
학습 과정 중 한 문항 정도로 제시(약 0%)됨으

북한과 남한의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의
단원명, 단원 수, 내용 영역별 비중을 비교한 결
과는 Table 12, Table 13과 같다.
북한 3학년 교과서는 학기 구분 없이 10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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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남한은 2학년 교

요), 의문문(예, 나누면 몇일가요), 청유문(예, 더

과서와 같이, 1학기 6개, 2학기 6개 총 12개 단

하기와 덜기로 구해보자요) 등 형식면에서 남한

원으로 이루어졌다. 본차시 쪽수만을 비교했을

에 비해 다양하게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때 북한은 238쪽, 남한은 266쪽으로 파악되어 북

교과서 쪽수에 기초하여 3학년 교과서의 내용

한에 비해 남한 3학년 수학 교과서 분량이 약

영역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3학년 교과서 또한

30쪽 많았다.

북한(약 63.5%)과 남한(약 57,9%) 모두 수와 연

단원명은 1, 2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남북

산 영역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

한 교과서 모두 단원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

형 영역은 남한이 약 15%, 북한은 약 4.2%로 남

으며, 북한은 평서문(예, 1보다 작은 수도 있어

한이 북한에 비해 3학년 수학에서 도형 영역이

Table 12. The name of units, the number of units, the number of pages of each content domain of
mathematics textbooks for 3rd grad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북한
단원명

남한
내용 영역(쪽수)

단원명

내용 영역(쪽수)

1. 1 000보다 큰 수를

수와 연산(9.5쪽)/ 측정(4.5쪽)/

(1학기)

알아보자요
2. 더하기와 덜기로

자료와 가능성(4쪽)

1. 덧셈과 뺄셈

수와 연산(19쪽)

2. 평면도형

도형(22쪽)

수와 연산(32.5쪽)/ 측정(3.5쪽)

3. 나눗셈

수와 연산(18쪽)

측정(13.5쪽)/ 자료와 가능성(3.5쪽)

4. 곱셈

수와 연산(18쪽)

수와 연산(18쪽)

5. 길이와 시간

측정(24쪽)

측정(14쪽)
수와 연산(26쪽)/ 측정(18쪽)/

6. 분수와 소수
(2학기)

수와 연산(28쪽)

자료와 가능성(1쪽)
도형(10쪽)/ 측정(12쪽)

곱셈
2. 나눗셈

수와 연산(30쪽)

3. 원

도형(18쪽)

수와 연산(16쪽)/ 자료와 가능성(3쪽)

4. 분수

수와 연산(20쪽)

5. 들이와 무게
6. 자료의 정리

측정(26쪽)
자료와 가능성(22쪽)

구해보자요
3. 곱하기와 나누기로
구해보자요
4. 길이를 재어보자요
5. 열병대오는 몇명일
가요
6. 얼마나 넓을가요
7. 나누면 몇일가요
8. 여러 가지 모양들
9. 1보다 작은 수도
있어요
10. 새로운 수를 찾아
보자요

단원 수

10개 (학기 구분 없음)

수와 연산(20쪽)

수와 연산(24쪽)
수와 연산(26쪽)

12개 (1학기 6개, 2학기 6개)

Table 13. Percent by content domain of mathematics textbooks for 3rd grad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북한
남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계

151쪽

10쪽

65.5쪽

0쪽

11.5쪽

238쪽

(63.5%)
154쪽

(4.2%)
40쪽

(27.5%)
50쪽

(0%)
0쪽

(4.8%)
22쪽

(100%)
266쪽

(57.9%)

(15.0%)

(18.8%)

(0%)

(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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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측정 영역은 남한이 약

고 있는 것에 반해, 북한은 영역별로 단원이 구

18.8%, 북한은 약 27.5%로 북한 교과서에서 측

분되기도 하고 내용 영역이 다르더라도 한 단원

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는 북한 3학

내에서 통합적으로 구성되기도 하는 등 단원 구

년 교과서에서 km 단위의 길이 재기, 둘레의 길

성에 있어서 다소 유연함을 알 수 있다.

㎠

이, 평방센티미터( ), 직사각형의 면적(넓이), g,
t 무게 단위를 고루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 차시 구성 비교

보여 진다. 규칙성 영역은 남한(0%)과 북한(0%)
3학년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

남북한 교과서의 차시 구성 체계를 비교한 결

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에는 규칙성을 내용 영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원(장) 도입 차시를

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남한은 내용 영역

비교하였다. 북한과 남한 모두 단원 도입 차시는

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를 찾아볼 수 없는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실생활 상황에 맞게 삽화

것은 학년군제에 기초하여 교과서가 개발되었기

나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Figure 9, Figure 10).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

북한 교과서의 단원 도입 차시는 1학년 1장에서

능성 영역은 남한에서는 3학년 2학기 때 ‘자료

2쪽으로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원

의 정리’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에서 1쪽으로 간단하게 제시하며, 1차시 분량의

반면(약 8.3%), 북한에서는 수와 연산, 측정 내용

수업 내용이 아닌 본차시 수업의 도입 활동 정

을 다룰 때 그에 대한 학습의 과정 중에서 자료

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 교과서의

의 정리, 표, 막대도표 등의 관련 내용을 지도하

단원 도입 차시는 모든 학년이 동일하게 1차시

고 있는 것으로(약 4.8%) 분석되었다(Figure 8).

분량의 수업을 2쪽으로 구성하고 있다(선수 학
습 내용이 없는 1학년 1학기 1, 2, 4단원 제외).
또 북한은 1학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원
도입 장면을 삽화에서 실사(사진)로 대체하고 있
는데 반해, 남한 교과서는 3개 학년 모두 삽화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Figure 8. 3rd grade of North Korea : An example
of data and chance contents(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b)

Figure 9. the lesson to introduce unit 1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Ministry of education,

남북한 수학 교과서의 단원 구성 비교를 통해,

2017a/ 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남한이 내용 영역에 따라 단원을 엄격히 구분하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남한과 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구성 체제 및 학습 내용 비교 - 1,2,3학년을 중심으로 -

384

한 탐구 수학, 생각 수학(3학년) 등 수학적 탐구
및 문제 해결 활동을 부각시킨 차시를 매 단원 별
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또 북한 교과서의 전개 활동 중 ‘실천
활동’은 구체적인 조작 활동으로 본차시에 삽입하
여 제시하기도 하며, ‘새수업’으로 시작이 하지 않
Figure 10. the lesson to introduce unit 1 for 3rd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는 별도의 ‘실천활동’ 차시(Figure 13)를 두어 제시
하기도 한다. 마무리 활동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4b)

둘째, 본차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본차시
는 남북한 모두 유사한 순서로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생각열기(새수업)를 통해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내용을 바탕
으로 활동(구체물 조작, 개념 학습, 원리 탐구
등)을 한 후 마무리를 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는
수업의 시작은 대부분 ‘새수업’으로 시작하고,
수업 주제에 따라 전개 활동이 ‘생각하기’, ‘해보
기’,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들은
활동 내용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활동 내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Figure 11).

Figure 12. ‘Thinking Math’, ‘Exploring Math’ for
3rd grade of South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18a)

새수업

생각하기

해보기

토론

실천활동

Figure 11. The activity icons in North Korea
textbooks(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북한 교과서에서는 본차시 전개 활동으로 ‘토
론’이나 문제 만들기 등 수학적인 탐구 및 문제
해결 활동을 유동적으로 삽입하여 차시를 구성하
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 교
과서는 본차시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 역량을 강조

2018, Vol. 28, No. 3

Figure 13. ‘Practical Activities’ lesson for 1st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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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한 교과서의 본차시는 주사위 아이콘
)으로 구분되는 3~4개의 활동으로

(

구성된다. 첫째 활동(

)은 북한 교과서의 ‘새수

업’과 같이 생각 열기 및 학습 주제와 관련된 동
기 유발이나 도입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중간
활동(

)은 차시 학습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인 전개 활동으로, 구체물 조작이나 개념 이해,
원리 탐구 등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
하고 있다. 마무리 활동(

)은 학습한 내용을 익

Figure 15. ‘Practice’ lesson for 1st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히거나 적용하면서 차시를 마무리하는데, 북한
교과서와 같이 1~2개의 마무리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아닌 전개 활동과 비슷하
거나 심화된 활동, 교과 역량 관련 활동을 제시
하고 있기도 하다(Figure 14).
Figure 16. Evaluation lesson for 1st grade of
South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17a)

넷째, 북한 교과서에서는 ‘련습’ 차시 이외에
도 4~5개의 단원을 배우고 난 후 별도의 ‘복습’
차시를 제시하고 있다. ‘복습’에서는 복습을 위
한 간단한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또는 활동 문
Figure 14. Main lesson for 1st grade of South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17a)

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놀이 또는 활동
문제는 이전 북한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이다(Figure 17).

셋째, 북한 교과서의 ‘련습’과 남한 교과서의
‘얼마나 알고 있나요’에 대한 비교이다. 명시적
으로, 북한 교과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복습 및
연습을, 남한 교과서는 단원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시는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및 평가가 가능한 여러 개의 문제로 구성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 교과서의 ‘련
습’은 각 단원마다 쪽수와 문제가 유동적인 반
면, 남한은 단원 마무리에 대부분 2쪽씩 5~7문제
를 제시하고 있다(Figure 15, Figure 16).

Figure 17. ‘Review’ lesson for 1st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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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북한 교과서의 ‘놀이’는 남한의 1,

다. 기타 특징 비교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놀이 수학’과 비교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교과서 전반에서 배운 내용을

그 밖에 차시 구성 체제의 비교로부터 파악된

놀이나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경험해 봄으로써

남북한 교과서의 기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남한

째, 남북한 교과서에서 개념 약속하기(정의) 부

은 매 단원 1차시씩 ‘놀이 수학’을 제시하고 있

분을 살펴보면, 두 교과서 모두 학생들이 이해하

는데 반해, 북한은 필요에 따라 하나의 차시로

기 쉽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시각

구성하거나 ‘련습’이나 ‘복습’ 또는 각 차시 마지

적 표현을 통해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1, 2학년

막에 간단한 놀이를 제시하고 있다(Figure 18,

에서는 그림을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 학년이 높

Figure 19, Figure 20).

아질수록 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
징적이다(Figure 21).

Figure 21. Defining addition of South Korea and
Figure 18. ‘Play’ lesson for 3rd grade of North

North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17a/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b)

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둘째, 남북한 모두 수학 교과서에서 말풍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풍선 안의 대화는 문제 해결
에 대한 단서나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Figure 19. ‘Play Math’ for 1st grade of South

대화체로 서술되어 있다(Figure 22).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17a)

Figure 20. A paly in ‘review’ lesson for 1st

Figure 22. Speech bubbles of South Korea and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North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18a/

2013a)

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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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북한 교과서 모두 아동 발달 수준을

다섯째, 남한 교과서는 삽화나 문제에 등장인

고려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저학년의 경우,

물이 모두 사람인데 반해 북한은 동물을 의인화

글자 사용을 줄이고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 및

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단원 도입이나 문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

제시, 연산의 과정을 설명할 때 의인화한 동물

다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남한 교과서

그림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Figure 25).

가 1학년 초반에 활동 내용을 짧고 간단한 글로
제시한데 반해, 북한 교과서는 활동 내용조차도
아이콘으로 처리하고 장이나 절 제목을 제외하
고는 글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 교과서 모두 개념이나 알고리즘 설명
을 위해 산가지, 각도기, 삼각자, 수모형(십진블
록)등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교구

Figure 25. Animal personification in North Korea

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

textbooks(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a)

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십
모형은 장 내용에 따라서 낱개의 구분선 없이
하나로 그려진 경우도 있는데 반해, 남한의 십

위와 같이, 북한 교과서는 학년 수준에 맞춘
문장과 삽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흥미를

모형은 일관되게 구분선으로 10개를 나누어서

고려한 놀이나 다양한 활동 및 여러 교구를 도

표현하고 있다(Figure 23, Figure 24).

입하고 있는 등 남한 교과서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학년 교과서의 학습 내용 비교
남북한의 1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을 비교한 결과, 남한에서는 다루고 있
Figure 23. Ten blocks for 2nd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b)

지만 북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 역으로
북한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 파악되었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4, Table 15와 같
다.

Figure 24. Ten blocks for 3rd grade of South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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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Learning contents only in 1st grade
남한
지도 단원

학습 내용

과 달리 0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대해 명시적
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적이다.

textbooks in South Korea
북한
지도 단원

1-1-4.
비교하기

무게 비교
넓이 비교

2학년 1단원
3학년 6단원

1-2-1.
100까지의
수

짝수, 홀수

3학년 3단원

1-2-5.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물체, 무늬, 수 배
열에서 규칙을 찾
아 여러 가지 방법
으로 나타내기
규칙을 정해 물체,
무늬, 수 배열하기

(특정 단원이
아닌,
일부
단원 중간에
함께 제시됨)

Figure 26. Even and odd numbers for 3rd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4b)
먼저, 남한 1학년 수학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1학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은 ‘무게 비교’, ‘넓이 비교’, ‘짝수와 홀수’,
‘규칙 찾기, 규칙 만들기’이다. 이 중 무게 비교
는 소학교 2학년 1단원 ‘어느것이 더 무거울가’
에서 무게 단위 kg을 배우기 전에 학습하게 되
고, 넓이 비교는 3학년 6단원 ‘얼마나 넓을가요’

㎠

에서 넓이 단위 1 (평방센치메터)를 배우기 전
에 다룬다. 짝수와 홀수는 3학년 때 나눗셈을 학
습하는 맥락에서 Figure 26과 같이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없는 수와 나머지가 있는 수로 개념을

한편, 규칙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거나 규칙을 정해 물체, 무늬, 수를 배열하는 내
용은 별도의 단원을 구성하여 지도되기 보다는
앞서 살펴보았던 Figure 6과 같이 1학년에서도
수나 도형 개념을 다루는 차시에서 1~2개의 문
제로 제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Figure 27). 이는
남한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규칙성’을 주
요 내용 영역 중 하나로 다루는 데 반해, 북한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지도하고 있다. 북한의 학년제가 남한과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대응적으로 학습 내용을 비교하
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무게
비교, 넓이 비교를 1학년 1학기 때 다루는 데 반
해, 북한에서는 이보다 늦게 이 개념을 지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짝수와 홀수도 남한에
서는 1학년 2학기 때 2씩 묶어 보는 수 세기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이보다
늦은 3학년 때 나눗셈과 연계하여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없는 수를 짝수, 나머지가 있는 수를
홀수’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남한
2018, Vol. 28, No. 3

Figure 27. Regularity content for 1st grade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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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보기는 2학년 2학기 4단원에서 지도된다.

textbooks in North Korea
북한
지도 단원
1-1. 교실에서
찾은 수들
1-2.
구해보자요
1-3. 열이
넘어요
1-5. 우리
둘레에 있는
모양들
1-7. 큰 수를
찾아 보자요
1-8. 큰 수들의
계산을 할수
있어요

학습 내용
공간에서 물건들의
자리 관계
왼쪽, 오른쪽
더하기, 덜기 혼합
문제
길이의 단위 cm
길이 재기
직선과 곡선
시간

남한
지도 단원
2-1-2

2-1-3
2-1-4
3-1-2
2-2-4

Figure 28. Straight line, curved line for 1st grade

달력에서 월 찾기
달력에서 요일과
날자(날짜) 찾기
시간표 보기

2-2-4

메터자(미터자)
길이 재기

2-2-3

of North Korea(Education book publishing, 2013a)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전개될 남북한 간의 교류

역으로, 북한 1학년 수학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와 협력을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1~3학년을

있지만 남한에서는 1학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중심으로 2018년 현재의 남북한 수학 교과서의

내용은 ‘공간에서의 자리 관계’, ‘왼쪽과 오른쪽’,

구성 체제를 단원 및 차시 구성 측면에서 비교

‘더하기, 덜기 혼합 문제’, ‘cm와 길이 재기’, ‘직

하고,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학 학습 내용

선과 곡선’, ‘시간’, ‘달력에서 월, 요일, 날짜 찾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

기’, ‘시간표 보기’, ‘m와 길이 재기’이다. 이 학

사점을 도출하였다.

습 내용들은 남한의 1학년에서 다루어지지는 않

첫째, 남북한 수학 교과용도서의 강조점, 교과

지만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지도되는 내용이다.

용도서 구성, 교과서 구성 체제, 교사용 지도서

위치와 방향에 대한 내용은 2015 개정 수학과

구성 체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2학년 1

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북한은 여러 나라에

학기 2단원에서 지도된다. 덧셈과 뺄셈의 혼합

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지는

계산은 2학년 1학기 3단원에서 처음 다루어진다.

않지만, 학생 이해의 중요성 및 다양한 교수 방

cm 단위와 길이 재기는 2학년 1학기 4단원에서,

법의 새로운 도입을 강조하면서 이를 교과서에

m 단위와 길이 재기는 2학년 2학기 3단원에서

서 구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수학 교과용도서

지도된다. 북한에서는 직선과 곡선을 1학년 5단

는 남한에 비해 구성 요소가 단순하고 권수가

원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지도하는 맥락에서

적으나,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서 교과서 구성의

다루는 데 반해(Figure 28), 남한에서는 3학년 1

체계가 갖추어지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노력이

학기 2단원에서 도형으로 다루어진다. 시간, 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교사용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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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한에 비해 구성 체제가 단순하고 제공하는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가능성 관련

자료가 적으나, 이전 교과서에 비해 풍부한 교수

내용의 비중이 작은 것은 그 연유에 대한 궁금

내용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증을 야기한다. 또한 규칙성을 내용 영역으로 포

특히, 교사용 지도서에 각 학년 특성에 맞는 ‘수

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1학년 교과서에서는 학습

학과목과 학생의 특성 및 유의점’을 상술하고

의 과정 중 규칙성 관련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

있는 점은 남한 지도서 개발 시 참고할 만한 특

했음이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단원을 구성하는

징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영역별 비중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교과서

둘째, 남북한 수학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비교

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 점은 차후 남북한 수학

한 결과, 단원 수, 단원명, 내용 영역별 비중에

교육의 통합을 고려할 때, 학년별 내용의 배치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

단원 수는 북한은 1학년 8개, 2학년 9개, 3학년

요를 제기한다. 또한, 북한 교과서의 도형과 측

10개로 학년별 단원 수가 다르게 구성되는데 반

정 영역을 함께 다루거나, 수와 연산 영역에서

해, 남한은 학년 초 적응 활동을 하는 1학년 1학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내용을 다루는 등 관련된

기를 제외하고 매 학기 모두 6개 단원으로 통일

여러 영역을 한 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단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명은 남북한 모

원 구성의 유연함은 수학 내적 연결성을 강조하

두 학습 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남

는 측면에서 남한 교과서에서도 고려의 여지를

한은 전 단원에서 명사형으로 제시하는 반면, 북

남긴다.

한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등으로 다양한 문

셋째, 남북한 수학 교과서의 차시 구성을 비교

장 구조를 사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단원을 구성

한 결과, 아이콘 및 삽화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

하는 내용 영역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남북한

가 있으나, 삽화를 이용한 단원 도입 차시, 다양

모두 수와 연산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한 조작 활동, 개념 및 원리 탐구 활동 등으로

컸다. 이때, 1학년 교과서에는 수와 연산 내용이

구성된 본차시, 놀이 차시 등 많은 부분에서 공

남한이 약 72.6%, 북한이 약 78.4%로 비슷하였

통점이 파악되었다. 물론, 남한의 경우 다소 정

으나, 남한의 경우 2학년 약 41%, 3학년 약

형화된 형태로 차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북

57.9%인데 반해, 북한은 2학년 약 73.7%, 3학년

한은 차시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하고

약 63.5%로 북한 교과서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은 모든 차

수와 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60% 이상이

시를 2쪽이나 4쪽, 4~5개의 활동으로 구성하는데

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수학교육에서

반해, 북한은 차시별로 쪽수 및 활동 수가 다르

수와 연산 내용이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짐작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북한 교과서와 달

게 한다. 한편, 북한 교과서에는 규칙성, 자료와

리,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북한

가능성에 관한 별도 단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수학 교과서는 그 구성 체제 면에서 남한 교과

자료와 가능성은 1~3학년 각각 5% 미만의 비중

서와 차이를 좁히고 유사점이 많아졌다는 점을

을 보였고, 규칙성 내용은 1학년을 제외한 2학

주목할 수 있다.

년, 3학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에서

넷째, 남북한 1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 중 하나로 ‘통계와 확률의 초보’를 설

학습 내용을 비교한 결과, 남한에서는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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