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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의 양(量)의 계산에 대한 연구1)

정 은 실
*

Ⅰ. 서론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크게 수,

양, 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대상에 대

해 대상 그 자체의 의미, 그 성질 등을 다루고

이와 함께 대상 그 자체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조작하는 방법도 초등학교 수학의 주요 내용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와 도형에 비해

양에 대해서는 양의 조작 중 측정과 관련된 내

용은 많으나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

적으로 들어내어 지도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엔겔스(Engels)는 ‘수학은 양(量, Größe)

의 과학이며, 수학은 양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다’(Engels, F., 2007, p.521)고 하고 있다. 수학 모두

를 양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해도, 수학에서

양을 추방할 수도 없다. 수학사를 보면 수 개념은

실재하는 양을 추상하여 생겨난 것이고2), 수의 연

산은 실재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잘 반영하여 만

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이산량과 더불어

시간, 길이, 넓이, 부피와 같은 연속량을 재는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속량을

다루기 위해서는 연속량의 계산을 시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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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09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宮下英明(2009)은 학교수학에서는 수는 ‘양의 추상’이라는 입장을 택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수학에서의 수는 ‘양의 비(比)’여야 논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양 개념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고 초등학교에서 양의 계산을 어떤 방

식으로 다루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

아보려는 것이다.

이산량과 연속량의 이원론에 근거한 유클리드의 수와 양의 구분은 이후 수학자

에게 큰 영향을 미치다가 스테빈에 의해 극복되었다. 양의 덧셈과 뺄셈은 오래전부

터 시행되어 왔지만, 양의 곱셈과 나눗셈은 수학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연과학계에서는 전부터 물리량의 계산을 허용하여왔고, 물리량 체

계를 모델화한 대수 구조를 만들어 양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

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에서는 다른 나

라와 비교하여 양의 계산 지도를 등한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양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재 삭제된 내포량도 수학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장제도 실생활 관련 문제를 많이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양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로 된 식만 쓸 것이 아니라

단위를 붙인 식을 써서 양적인 추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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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덧셈이나 뺄셈은 명시적으로 다루면서도

연속량의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명시적

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처럼 연속

량의 곱셈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

에게까지 이러한 양의 계산의 의미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

사들은 이러한 양의 계산에 숨겨진 의미를 알

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의 계산 지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양의 개념과 그 계산

이론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어

떤 방식으로 양의 계산을 다루는지, 그리고 다

른 나라(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지를 비교해본다. 그리

하여 양의 계산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적

절한 방법을 탐색하고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이

나 교과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모

색해본다.

Ⅱ. 수와 양 개념의 발달

보통 양(量)이라고 하면 ‘질(質)'과 구별되는 영

어의 quantity를 말한다. 그런데 이 양(quantity)은

본래 이산적인 수와 연속적인 크기(magnitude)의

두 범주로 분류했었다(Moreno-Armella, E. L. &

Waldegg, G., 2000, p. 183). 이 분류는 아리스토텔

레스에 의한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는 유한

번의 분할만이 가능한 양이며 나누다보면 언젠가

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기본 단위(unit)에 도

달하게 되는 양 곧 이산량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

산량의 모임이 자연수이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 산

술이다. 반면 크기는 무한분할 할 수 있는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기본 단위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닌 연속량이며, 연속량을 연

구하는 것이 기하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

했던 수와 크기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한 형태로 구

분되어 수학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저술이 유클리

드의 <원론>이다.

정원(2009)은 <원론>에서 수와 크기 즉 산술

과 기하학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음을 세 가지

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전체 저술의 권 구성에서 이러한 특징

이 명확히 드러난다. <원론>의 1권부터 6권(평

면기하학)과 11권부터 13권(입체기하학)은 기하

학적인 것이고, 7권부터 9권은 산술적인 것이

다. 10권을 제외하고 용어 ‘수’와 ‘크기’는 같은

책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유클리드의 인식이

반영된 구성 방식이라는 것이다.

둘째, 각각의 연산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이

다. <원론>에서 수의 경우에는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까지도 가능한 연산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크기의 경우에는 덧셈과 뺄셈, 그리고

상수배만 가능하고 크기 끼리의 곱셈은 가능하

지 않은 연산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크기

끼리의 곱셈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사실로서 아직도 학교

수학에서는 문제 거리임에 틀림없다.

셋째, 분배법칙에 대한 논의를 크기와 수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정리인 것처럼 5권과 7권

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명 방법도 하

나는 기하학적 방법으로 하나는 수 이론을 이

용한 방법이다.

홍갑주(2008)도 크기에 대한 그리스의 관점은

그것을 수가 아닌 그 크기 자체로 다루는 것이

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두 다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개념은 도형을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는

조작을 통해 한 다각형을 다른 다각형으로, 혹은

두 다각형을 동일한 직사각형으로 변형할 수 있

음을 뜻했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하자면, 그리

스인은 넓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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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크기는 순서가환반군(ordered commutative semi-

group)3)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그리스인들이 그랬듯이 넓이를

수로서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준

다(홍갑주, 2008, p.22).

Freudenthal(1973)도 순서관계와 덧셈, 뺄셈이

정의된, 양의 유리수와의 곱셈과 나눗셈이 정

의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크기(magnitude)로

보고 있다(p.199-204).4)

이와 같이 이산량과 연속량의 이원론에 근거

한 유클리드의 수와 크기의 구분은 이후 수학자

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다가 16세기 스테빈에

의해 극복되고 단일한 양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정원, 2009, Moreno-Armella, E. L. & Waldegg,

G., 2000). 스테빈은 이산양과 연속량의 구분은

존재론적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양화되는

대상에 따른 부수적인 성질일 뿐이라고 하였다

(Moreno-Armella, E. L. & Waldegg, G., 2000). 예

를 들어 말 1 마리라고 할 때 수 1은 이산적이

지만, 1m라고 할 때의 1은 연속적인 것으로, 양

화되는 대상에 따라 이산적이기도 하고 연속적

이기도 하다. 정원(2009)에 따르면 스테빈은 수

를 이산적인 양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

건 불연속적이건 상관없이 모든 양을 수로 다루

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연속량을 수로 다룰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그 수단이 바로 소수

였다. 변희현(2005)에 따르면 스테빈은 단위의

가분성의 기원이 수와 크기를 관련짓는 측정 문

맥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실제의 체계화에 기

초하는 이론적인 구조를 제안하면서 잇달은 10

등분에 의한 측정 단위의 사용을 대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스테빈의 소수 정

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산

술에 대한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연속적인

양에 수의 성질을 부여하고, 수에 연속성을 부

여하여 수와 크기를 동일시하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되었다5). 강홍규, 고정화(2003)는 그리스적인

양 개념과 스테빈의 양 개념을 측정 활동과 관

련지어 다음과 같이 대비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리스적인 양 개념이 그 양이 측정 활동에

선행해서 실재하는 것이었다면 스테빈의 양의

개념은 측정 활동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며 측

정 활동과 무관하게 혹은 선행해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이었다. 스테빈은 수를 ‘양의 측정 활

동’으로 정의한다. 스테빈에서부터 수와 양의

분리는 극복되었다.”(p. 387)

그러나 현재 수학적 대상으로서 수와 양을

구별하여 말할 때 양은 세거나 측정될 수 있는

대상의 특성을 말하며, 그 값을 수와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Smith, S.Z. & Smith, M.E.,

2006). 앞으로 이 글에서의 양은 연속량을 뜻

하는 것으로 본다.

3)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임의의 종류의 양의 집합 Q는 그 양의 결합 ‘+’에 대해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주어진 a,b,c∈Qc에 대해

(1) a+(b+c)=(a+b)+c (2) a+b=n+a (3) Q에 속한 임의의 a,b에 대해 다음 중 하나만 성립한다.

a) Q에 속한 어떤 C에 대해 a=b+c, b) Q에 속한 어떤 C에 대해 b+a+c, c) a=b

여기서, 어떤 양 C에 대해 a+c=b일 때 a < b라고 정의하면, 관계 <는 Q 위의 비대칭인 전순서관

계(strict total ordering)라는 것이 증명된다.

4) Freudenthal(1973)은 무게를 양의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체의 체계에 관계 ‘무게가 같다’가

도입된다. 이 관계는 동치관계이며, 이 때 얻어지는 동치류를 무게류라하고, 무게류 전체의 집합을 무게라고

한다. 무게류를 비교하고 더하기 위해 물체 사이의 ‘보다 가볍다’는 관계 <와 물체를 결합하는 덧셈 +를 물

체로부터 무게류로 전이한다(p.199-200).

5) Steiner, H. G.(1969)는 “물리학자들이 질량, 길이, 부피 등과 같은 소위 양(quantity) 즉 크기(magnitude)를 다룰

때”(p. 373)와 같이 quantity와 magnitude를 동일시하고 하고 있다. Freudenthal(1973)도 마찬가지이다(p. 197) 지

금까지는 앞의 quantity와 구별하기 위해 magnitude를 ‘크기’라고 번역했으나, 앞으로는 길이, 넓이 등을 수와

구별하는 의미로 ‘양’이라고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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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의 계산

Thomson(1994)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과 관련지어 새로운 양을 인

지하는 지적 조작’(p. 185)을 양의 연산(quanti-

tative operation)이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양의 가법적 결합, 두 양의 가법적 비교, 두 양의

승법적 결합, 두 양의 승법적 비교 등이다. 두 양

의 가법적 결합은 두 양의 합을, 두 양을 가법적

으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 두 양의 차를 만들어

낸다. 두 양을 승법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

비(比)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양의 연산은 상황

의 이해와 관계가 있고, 수의 연산은 양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두 연산은 쉽게

혼동이 되며, 양의 연산만을 위한 표기법도 없

다. 수의 연산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양의 연산에

서도 사용하여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과학계에는 보통 양의 계산(quantity cal-

culu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양의 계산 특히 양의 곱셈과 나눗셈

을 피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클리

드는 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두 양에 대

해서 서로 더하거나 빼기도 하였지만, 수와 양

사이의 연산에서 주요한 차이점은 곱셈과 관련

된 것이었다. 양은 수에 의해서 곱해질 수 있었

지만, 유클리드 원론 어디에서도 같은 종류이든

아니든 간에 양끼리 곱하거나 양끼리 나누지 않

았다. 그 이후에도 순수수학자들은 양의 계산을

다루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 했고 이런

계산들은 자연과학자들에게 내맡겼다. Freuden-

thal(1973)은 수학자들의 이런 자세에 대해 ‘완전

한 교조주의’(p.207)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물리량(physical quantity)6)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는데, 물리량은 두 부분

즉 수치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1m, 20.2miles,

3kg 등과 같이 물리적 측정의 결과는 이런 종류

의 양이다.

물리량을 다루는 방법인 양의 계산은 한 물리

량의 단위를 전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

나이다. 양의 계산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물리량을 수치와 단위의 곱으로 본다7)는 것이다

(White, M. A., 1998). 물리량 = 수치☓단위이므

로 이 식을 방정식으로 생각하여 대수적으로 계

산하면, 단위를 다루는데 매우 유용하며, 단위

변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된다. 즉 양의

계산을 통해 어떤 수와 단위로 이루어진 물리량

을 다른 수와 다른 단위를 가진 동치의 물리량

으로 변환할 수 있다. ‘물리량 = 수치☓ 단위’에

서 ‘물리량/단위 = 수치’가 쉽게 유도되는데, “이

식이 양의 계산으로 알려진 방법론이다”(White,

M. A., 1998, p. 607). 이 양의 계산의 도입은

1863년 맥스웰(James Clerk Maxwell)과 스트라우

드(William Stroud) 교수에 의한 것이다.

양의 차원8) 즉 단위에 대한 정보로부터 양

6) Mark F. S.(2009)는 물리량 대신에 ‘차원을 가진 양(dimensional quantity)'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순수한

수 계수와 측정 단위를 결합하여 표현될 수 있는 양”(p.2)을 말한다.

7) 그러나 수학자들은 물리량을 단순히 수치와 단위의 곱으로 보지 않는다. Freudenthal(1973)은 측정을 양 G

를 양의 실수 R+로 대응시키는 함수 v: G → R+로 본다. v(akg)=a이므로 v-1(a)=akg이다. 곧, 역함수

v-1는 실수 a를 무게류 akg과 대응시키는 사상이다. akg은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와 kg의 곱

이 아니다. 단위기호 kg은 v-1와 같은 함수기호를 의미한다. 단지 함수 기호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뿐이다. cm, sec, g 등은 실수를 길이, 시간, 무게 등에 대응시키는 함수로서, 실수체 R위의

벡터공간을 이루고 있다.

8) 2개의 양 p, q에 대하여 한쪽에 스칼라를 곱하여 다른 쪽이 될 때, p와 q는 동치이다. 곧, p ~ q ↔ q =

kp(k는 0이 아닌 스칼라). 따라서 이 동치관계로 모든 양을 유별할 수 있다. 이 동치류를 양의 차원이라고

하고, 양 p를 포함한 유(類)를 대문자 P로 나타내기로 하자. 그런데 두 양의 덧셈은 같은 유(類)의 양끼리

만 할 수 있지만, 곱셈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새로운 유(類)의 양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P에 속하

는 임의의 양 p와, Q에 속하는 임의의 양 q를 곱하여 R에 속하는 양 r가 됐다고 하자. p⋅q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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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물리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과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기술인 차원

분석(dimension analysis)은 물리적 변인 가운데

과학적으로 유용한 관계를 발견하거나 차원을

가진 양의 대수적 성질을 이용한다.

Mark F. S.(2009)는 추상 대수적 관점에서 물

리량을 연구하기 위해 물리량의 여러 성질을 포

함하는 대수적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를

dimensive algebra라고 하고 있다. 물리량 체계를

모델화한 대수 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다. 林昭

(1980)는 H. Griesel이 만든 양 체계의 공리에 따

라 사칙연산을 수행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수

구조에서는 물리량에서의 여러 연산을 설명해준

다. 예를 들면, 같은 단위를 갖고 있는 두 양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단위를 가진

두 양끼리는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런 연

산의 결과는 정의되지 않는다. 단위를 가진 양은

어떤 수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단위를 가진

양끼리는 서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그러한

연산의 결과는 두 양의 계수의 곱과 몫에 양의

단위의 곱과 몫을 곱한 것과 같다. Freuden-

thal(1973)은 두 양의 곱은 두 벡터의 텐서 곱

(tensor product)9)으로, αcm× βcm=αβcm 2이라든지

αm÷βsec=
α
β

m/sec와 같은 양의 계산은 수학적

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Fava, N.A. & Molter,

U.(2002)는 양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론 예를

들면 선형공간, 텐서곱, 기타 특수하게 만들어진

대수적 구조 이론 등을 포함하는 깊이 있는 정

리들이 증명되었지만, 초보적인 과정에서는 이

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길이, 무게, 시간, 질량

등에 대한 기본단위 체계에 대한 차원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델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Greer, B.(1992)에 따르면 Schwartz나 Kaput는

아예 처음부터 수의 수학보다는 양의 수학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Kaput(1985)는 기본 원리로

서 다음을 주장했다. “암묵적으로 가정된 것이긴

하지만, 초등학교의 수학은 응용이 별개로 여겨

지는 전적으로 수의 수학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

려 수학과 그 응용이 처음서부터 일치하도록 양

의 수학으로부터 시작하여야한다.”(Greer, B.,

1992. p. 284 재인용) 그러면서 Kaput는 곱셈, 나

눗셈의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양의 관점에서

분류했다. 첫째는 구조가 (내포량) × (외연량) =

(또 다른 외연량) 곧, I × E = E'인 문제로서

Vergnaud(1983)의 측도의 동형(isomorphism of

measures) 문제와 같다. 이와 연관된 나눗셈 문제

이 때, (kp)⋅ (lq) = (kl)p⋅ q =klr , (k'p)⋅ (l'q) = (k'l')p⋅ q =k'l'r

이므로, P에 속하는 다른 양 (kp)(k'p)와 Q에 속하는 (lq)(l'q)의 곱은 어찌해도 r과 같은 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유사이의 곱셈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로 5m, 세로 3m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15m이 된다.

이 관계를 일반화하여 길이와 길이를 곱하여 넓이가 된다는 관계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요컨대 차

원의 곱셈 L × L = A 이다. 또 3시간에 12km를 걸어갈 때의 속도는 12km ÷ 3h = 4km/h가 된다. 이것은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속도가 얻어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L/T=V V=LT
-1
라고 하는 차원의

나눗셈을 이해한 셈이 된다. 이렇게 하여 이러한 곱셈에 대하여 양의 차원 전체가 군이 된다. 항등원은 수

로 만들어진 유(類) [1]=E이고, 유 P의 역원은 [p-1]이다.

자연계에 있는 양의 유(차원)는 몇 개의 양에서 다른 양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양(정확하게는 차원의 유)에서 유한 생성된 군이다. 이 생성원의 유를 기본양이라고 하고, 다른 양을 유도

량이라고 한다. 보통 기본양에는 길이 L, 질량 M, 시간 T 등이 있다.

이것에 의해 일반 차원 P는 P=LxMyTz (x,y,z는 스칼라)로 나타낼 수 있다. 보통 이 지수 벡터(x, y, z)를

양 P의 차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열역학에서는 이 외에 온도[θ]를 덧붙이고, 전자기관계에서는 유도

율[μ](전자단위계)이나, 유전율[ε](정전단위계)을 기본단위로 추가하고 있다.(遠山 啓, 1965. p.274-275)

9) 두 양 a∈G,b∈H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 단위 e∈G,f∈H에 대하여 a=αe,b=βj라고 하면, 그 곱은 텐

서곱으로 보면 a⊗b= (αe)⊗(βf)=αβe⊗이며 G⊗H에 속한다. 여기서 e⊗f는 G⊗H의 기저(basi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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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E=I, E'/I=E가 있다. 둘째는 구조가 (외연

량) × (외연량) = (또 다른 외연량) 곧, E × E’ =

E'' 인 문제로서 Vergnaud의 측도의 곱(product

of measures) 문제와 같다.

Schwartz(1988)는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 뺄셈

과 달리 ‘대상체10)를 변형시키는(referent trans-

forming)' 연산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양이 투입되어 제 삼의 다른 양이 산출

되는데, 이 양의 대상체는 앞의 두 양 어느 것과

도 다른 양이다. 예를 들면 ‘거리/시간 =속력’에

서 속력(m/sec)은 앞의 두 양 시간(sec), 거리(m)

와는 다른 양이다. Schwartz나 Kaput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수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수의 대상체에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수의 계산보다 양의 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 교과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

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양의

계산을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

는지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한다.

Ⅳ.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양의 계산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양’

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2

차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목표까지만 하더

라도 ‘수량이나 도형’이란 표현이 세 차례나 나

왔지만 3차 교육과정에는 ‘수리적’이란 말로 대

치되었고, 4차부터 6차까지는 다시 ‘수량과 도

형’이란 표현이 한번씩 나오다가 7차 이후에는

‘수량’이란 용어가 목표에는 나오지 않는다.

교육과정 내용을 크게 분류한 영역명에서도

2차에서는 ‘양과 측정’, ‘수량관계와 응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3차부터는 각각 ‘측도’, ‘관계’

로 바뀌었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명에

도 ‘양’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양 자

체를 수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듯하

다. 양에 대한 언급이 없어진 것이 앞의 스테

빈의 영향인지 모르나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

한 이론적 논의는 없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2009년 개정된 일본의 교

육과정 산수과 목표에는 여전히 ‘수량이나 도

형에 관한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고, 영역명에도 ‘양과 측정’,

‘수량관계’로 되어있다. 교육과정해설서의 ‘양

과 측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산수에서 지도하는 양’, ‘양의 의미와 성질’,

‘양의 크기의 비교’, ‘양의 단위’, 양의 측정‘, ’

양의 크기에 관한 감각‘ 등의 소제목으로 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9, pp.36-40).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양의 계산을 명시적

으로 표현한 부분은 길이, 들이, 무게, 시간, 각

도의 덧셈과 뺄셈뿐이다. 2학년에서 ‘길이의 덧

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3학년에서 ‘초 단위

까지 시간(길이, 들이, 무게)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4학년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간단한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등을 측

정 영역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양의 덧셈과 뺄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두 물체를 합쳐 같은 종류의 양이 결정

될 수 있을 때, 두 양을 합치는 것을 양의 합

병(合倂)이라 한다. 양의 합병은 물체의 화학적

10) 기호학자 Perice의 삼부모형에서 어떤 물체를 기호로 나타냈을 때 그 물체를 referent(기호학에서 대상체

또는 지시체로 번역)라고 하고 그 기호가 뜻하는 의미를 refernce(해석체)라고 부르고 있다. Thomson이 이

런 생각으로 referent라고 했는지는 불분명하나, 3m라고 할 때 m가 의미하는 것이 길이의 단위이므로 그

단위를 뜻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보아 대상체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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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또 합병 결과는 일의적

으로 결정된다. 같은 종류의 두 양에 대하여

합병에 해당하는 양이 가능할 때, 두 양은 덧

셈 가능하다고 하며, 그 양을 가법적인 양이라

한다. 가법적인 양으로는 길이, 넓이, 부피, 들

이, 무게, 시간, 각도 등이 있다.

물체를 합병해서 얻어지는 양은 양의 보존성

에 따라 각각의 양을 합하는 순서와는 무관하

다. 곧 교환법칙이 성립하며 또 결합법칙도 성

립한다. 이에 따라 몇 개의 양을 합하거나 나

눌 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전체로서의 양의 크

기는 불변이다.

또, 양의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같은 종류의 양 a,b에 대하여, 만약

a >b이면 a=b+c가 되는 양 C가 존재한다.’

여기서 C를 a와 b의 차(差)라 하고, ‘ a-b’로

나타낸다. 특히, a=b일 때 a-b를 양으로 보고

0으로 나타낸다. 이에 따라 양의 합과 차는 수

의 가감산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결국, 양

의 가법적 조작은 두 물체의 합병 결과의 일의

성을 전제하고, 양의 조작활동이 수의 연산으

로 대치됨으로써 수학적으로 형식화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연량과는 달리 농도, 밀도,

속력 등의 내포량에 대해서는 덧셈 연산이 실

질적인 의미가 없고, 따라서 내포량의 합병은

덧셈 연산이 적용될 수 없다.

양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초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암암리에 지

도하게 되어 있다. 양11)의 곱셈이 처음 나타나

는 부분은 4학년 직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

하는 공식 부분이다.

(직사각형의 둘레)={(가로)+(세로)}×2, (직사

각형의 넓이) = (가로) × (세로)12)

물론 위 둘의 양의 곱셈의 성격은 조금 다

르다13). 처음 식은 양과 수의 곱이고 나중 식

은 양끼리의 곱이기 때문이다. 처음 식은 (가

로)+(세로)를 두 번 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종류의 양 곧 길이의 덧셈 그리고 곱셈의

의미에 비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 식에서는 가로, 세로를 단순히 ‘길이’로

해석하여 두 길이를 곱하여 길이와는 차원이

다른 넓이가 된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수학자들이 이런 해석이 가

능한 대수적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예를 들면,

프로이덴탈의 텐서곱) 자연과학자들이 차원분

석을 이용하여 이런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초

등학교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가로, 세로의 의미를 가

로, 세로의 길이가 아니라 가로, 세로에 배열된

11) 여기서의 양은 연속량을 말한다. 이산량까지 포함한다면 곱셈을 처음 지도하는 2학년 1학기에 문장제로

나온다. 예를 들면, ‘나비의 날개는 4장입니다. 꽃밭에 나비가 7마리 있습니다. 나비들의 날개는 모두 몇

장입니까?’(교육과학기술부, 2009. p.115). 학생들에게는 4×7= 28 (장)으로 수의 계산으로 지도하지만, 원래

의 의미는 ‘4장/마리 ×7마리 = 28장’이다.

12)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식은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상황을 포함하는 중요한 4가지 상황 중의

하나이다. 이 4가지 상황은 동수누가, 승법적 비교(...의 몇 배), 카아티션 곱, 직사각형 넓이이다.(Greer, B.,

1992, p. 276)

13) 林昭(1987)는 양의 곱셈의 두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길이를 예로 들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길이는 단위 m를 사용하여 λm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양체계의 각 양 류(類)에는 하나의 양 e(≠0)를 정

하면 이것을 단위로 하여 그 양 류(類)의 모든 양은 λe(λ는 실수)로 나타낸다. 이 때, λ를 e에 관한 양수

(量數)라고 부른다. 양수는 측정값이지만, 그 양류에 있어서 배변환(倍變換)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양 사이의 관계식에서 단위를 떼어내어 양수만을 남기면 수의 식이 된다. 예를 들면, λe + μ e =

(λ+μ) e = ve에서 e를 떼어내면 λ+μ=라는 수의 덧셈식이 얻어진다. 수의 곱셈은 양체계에서 2개의 서

로 다른 경우가 있다. 즉, λ(μe)= (λμ)=v e에서 얻어지는 λμ=와 (λ e 1)∘(μ e 2)=(λμ)( e 1∘e 2)=ve 3에서

얻어지는 λμ=이다. 전자는 하나의 양류에 있는 경우이고, λ가 자연수일 때는 소위 동수누가에 의한 곱

셈이다. 후자는 양체계에 있는 경우로서 2개 이상의 양류에 걸쳐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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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넓이의 개수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로

의 길이가 10cm,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

의 넓이를 구할 때, 10cm×5cm=50cm2가 아니라

10×5=50에서 넓이가 50cm2이 되는 것이다.14)

10, 5의 의미는 가로, 세로에 배열된 넓이가

1cm2인 단위 정사각형의 개수가 각각 10개, 5개

란 뜻이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은 넓이가 1cm2

인 단위 정사각형 50개로 다 덮을 수 있으므로,

넓이는 50cm2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넓이가

1cm2인 정사각형의 의미를 1cm×1cm=1cm2로 해

석해서도 아니 된다.15)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cm2 로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넓이뿐만 아니라 부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이나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도 우리나라와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

용하는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

다 앞서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2학년 교과서에서는

길이와 무게 측정에 대한 내용에 이어 ‘길이의

덧셈과 뺄셈’, ‘길이의 곱셈과 나눗셈’, ‘무게의

덧셈과 뺄셈’, ‘무게의 곱셈과 나눗셈’이란 소제

목으로 각각 2-4쪽씩 다루고 있다(Kheong, F. H.

et al., 2008a). 부피나 돈의 계산에서도 마찬가지

이다(Kheong, F. H. et al., 2008b). 물론 곱셈이

나 나눗셈의 경우 예를 들어 ‘길이 3cm인 색띠

4개를 이어 붙이면 몇 cm가 되는가?’와 같이 동

수누가에 의해 해결되는 간단한 경우이다. 그러

나 2학년 이후에도 새로운 양(시간)이나, 같은

양이이라도 새로운 단위가 도입될 때는 그 양에

대한 가감승제를 수의 가감승제와 별도로 점점

심화시켜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16)

Schwartz(1988)는 곱셈, 나눗셈 상황을 잘 이해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외연량 뿐 아니라 내포량

을 다루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데, 내포량은 비

가법적인 양으로서 덧셈, 뺄셈에서는 다루지 않

는 양이다. 내포량은 ‘속성 밀도 개념(the notion

of attribute density)의 일반화’(Schwartz,1988, p.

43)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두 외연량과 관계가

있다. 내포량은 (속력) = (시간) ÷ (거리)의 속력

과 같이 두 외연량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차 교육과정에서

부터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속력,

농도, 인구밀도 등의 내포량 지도를 타 교과에

넘기고 수학 교과에서는 삭제되었다. 양의 곱셈

이나 나눗셈이 수의 곱셈과 나눗셈과 어떻게 다

14) 2차, 3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로 6cm, 세로 4cm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계산은 다음 어느 것이나 좋다.

6cm×4cm=24cm 2 6×4=24(cm 2'(문교부, 1968. p.57)

그런데 4차 교육과정에 다른 교과서에는 같은 문제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4cm 2 = 6cm × 4cm

(직사각형의 넓이) = (가로의 길이) × (세로의 길이)'(문교부, 1985. p.72).와 같이 양의 곱셈으로만 소개하

고 있다. 5차 교과서부터는 6×4= 24(cm 2와 같은 방법으로만 지도하고 있다. 5차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는 “실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직사각형의 넓이) = 1cm 2×(가로) ×(세로)를 뜻하지만, 공식으

로 정리하기 위해서 1cm 2를 생략하여 나타내었음....”(문교부, 1991, p.157)을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분명하

게 밝히고 있다.

15) 그런데 6차 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설명을 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1km2 = 1000m × 1000m = 1000000m2 ”(교육부, 1999. p.115) 이다.

16) 표기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넓이가 63m 2이고, 가로의 길이가 9m인 직

사각형 모양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풀이과정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수의 계산을 한 다음 단위를 붙일 때 괄호를 사용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대로 붙이고 있다.

이런 방식의 표기는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

“넓이 = 63m 2, 가로 = 9m / 가로 ×세로 = 넓이 / 9m ×세로 = 63m 2 / 세로 = 63÷9/= 7m/세로는 7m이

다."((Kheong, F. H. et al., 2008c). (/표시는 교과서에서는 줄 바꿈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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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지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엔겔스의 주장처럼

수학이 양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수학의 근원이 되는 양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것

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속력을 초등학교 5학년

과학에서 다루고 있다. 5학년 1학기 과학의 운동

에너지를 다루면서 1시간에 72km를 달리는 자

동차의 초속을 구하기 위해 ‘3600초에 72000m, 1

초에 = 20m, 72000m÷3600초 =20m/초‘와 같이

계산하고 있으며, ‘속력 = 이동거리/걸린시간’과

같이 속력을 구하는 공식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3학년 1학기 ‘바람의 세기’ 단원에

서 이미 ‘원래의 풍속은 속력의 단위(m/s)로 나

타내며 숫자가 강할수록 강한 바람이다.’와 같이

속력의 의미를 지도하고 있다. 같은 교과 내에서

도 위계가 맞지 않게 지도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속

력을 다루지 않지만 5학년 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1km를 달리는 데 휘발유가 0.08L 드는 자동차

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한 시간에 60km의 빠르

기로 2시간 30분 동안 달렸습니다. 사용된 휘발유

는 몇 L입니까?”(교육인적자원부, 2006, p.2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력, 시간, 거

리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며, 양의 곱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서에도 이에 대해 아무

런 언급이 없다. 과학에서 배운 공식을 수학에

서 사용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수학에서 속력을 다룬다면 5학년이나 6학

년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타 교과와의 연계성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많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속력(6학년)이나 인구밀도

(5학년) 등과 같은 내포량을 여러 시간에 걸쳐

다루고 있다. 특히 ‘단위량 당(當)’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양의 나눗셈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과

정을 거쳐 수 체계를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 체계까지 지도하려 한다(林昭, 1987).

나눗셈에서도 곱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

우가 있다. 예를 들면, ‘소금물 200g중에 소금

10g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금물의 농도는 5%

이다.’와 ‘8km의 길을 2시간에 걸었다. 매시

4km의 속도이다.’의 경우이다. 이 두 예에서 전

자는 동일한 양류 중에서 행해진 나눗셈으로

그 몫은 본질적으로는 단위명을 쓰지 않는 실

수가 되고, 후자는 2종류 이상의 양류에 이르

는 나눗셈으로 */#와 같은 단위가 붙는다. 이렇

게 새로운 양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속력 이 외에도 실제

로는 양의 계산이면서 수의 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5학년 나 단계에서

“정민이와 민지가 한 달 동안 모은 재활용품의

무게를 재어 보니, 정민이는 16kg이었고, 민지

는 6kg이었습니다. 정민이가 모은 재활용품은

민지가 모은 것의 약 몇 배인지 알아보시오”

(교육인적자원부, 2006, p.64)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16kg ÷6kg이지만, 16 ÷6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양의 문제로 제대로

다루다면 6학년 ‘비율’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

루어야할 문제이다. 양의 나눗셈을 공식으로

표현한 곳은 6학년 ‘비율’에 대한 설명에서이

다. 교과서에서 “ (비율)=
(비교하는 양)

(기준량)
”(교육인적

자원부, 2007a. p.88)으로 비율을 두 양의 몫으

로 약속하고 있다. 이 약속에 따라 위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비율을 두 양의 몫으로 약속은 했지만,

바로 이어 나오는 익히기 문제에서는 양의 아

니라 ‘과일의 수’의 몫으로 비율을 구하고 있

다. 바로 앞 차시에 다루는 ‘비’에서도 학습 목

표를 ‘두 수의 비를 알아봅시다’로 ‘두 양의

비’라는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 물론 이산량으

로 해석하면 별 문제는 없으나 연속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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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이 단원에서 하나도 소개되지 않고 있

으며, 지도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편 6학년 나단계의 분수 나눗셈의 목표는

수의 나눗셈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입

상황을 양의 나눗셈으로 다룬다.

“길이가 5
6
m인 색 테이프를 2

6
m씩 자르면 몇 도막

이 되는지 알아보시오”(교육인적자원부, 2007b,

p.6)

소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 이유로 양의 나눗

셈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의 몫

을 다뤄야 하는 곳에서는 수의 몫만을 다루고,

수의 곱셈, 나눗셈을 다루는 곳에서는 양의 곱

셈, 나눗셈으로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원주율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구체

물의 원주와 지름의 길이를 구하여 (원주) ÷ (지

름)으로 원주는 지름의 길이의 몇 배가 되는지

를 알아볼 때 양의 나눗셈을 하고 있다. 실제로

는 양의 곱셈, 나눗셈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육과

정에서도 이에 대해 드러내어 표현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싱가포르에서는 5학년에서 다루는 비의 경우

에도 수의 비에 이어 무게의 비, 길이의 비 등

양의 비를 별도로 다루고 있다(Kheong, F. H. et

al., 2008d). 6학년에서는 시간, 속력, 거리 사이

의 관계를 다루면서 양의 곱셈, 나눗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의 계산을 한 후 뒤에 단

위를 붙이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죠이스는 5분에 450m를 수영했다. 죠이스의

수영 속도는?

거리 = 450m, 시간 = 5분, 속력 = 거리 ÷시간

속력 = 450 ÷5 = 90m/min

죠이스의 수영 속도는 90m/min이다.”(Kheong, F.

H. et al., 2008e, p.144)

일본의 교육과정에서는 목표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양의 계산을 많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수의 나눗셈을 한 후 이를

양의 나눗셈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

은 4학년 교육과정 해설서의 일부 내용이다.

“제수가 한 자리 수나 두 자리 수이고, 피제

수가 두 자리 수나 세 자리 수의 계산 기능은,

확실하게 익히고, 필요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96m의 리본

은 24m의 리본의 몇 배인가?’ 등과 같이 기준

량, 비교하는 양에서 몇 배인지를 구하는 경우

에 대해서도 나눗셈이 활용될 수 있다.”(文部科

學省, 2009, p.119)

특히 5학년에서는 같은 종류의 양을 비교하

는데 머물지 않고, 인구밀도, 수확량 등과 같

이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양을 비율로서 비교하

는 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경우 양의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 계산을 한

후 단위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초등

학교에서는 양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개하지 않

는다. 그러나 林昭(1987)와 같이 지금까지는 여

러 가지 양을 그 개념 파악에 중심을 두고 지

도해왔지만, 양체계라는 관점에서 지도해야한

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넓이는 1cm2의

몇 배인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λ

cm)∘(μcm)= (λμ( cm∘cm)= (λμcm2라는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장제를 식으

로 나타낼 때, 단위를 붙인 식으로 나타낼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을 유도하는 것은 미국의 예비교

사들이 사용하는 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교재에는 18개의 문제해결전략을 소개하고 있

는데, 그 중의 하나로 ‘차원분석 이용하기’가

있다. 이 전략은 ‘측정 단위를 포함할 때, 문제

에 물리량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단위환산을 해

야 할 때’(Musser, G. L., Burger, W. F., 1997,

p.586) 적절하다고 하며, 차원분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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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환산을 하는 예를 2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

다. 하지만 양을 드러내어 설명하는 부분은 찾

아볼 수 없다.

프로이덴탈의 현실주의 수학교육 이론을 배

경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MIC (Mathematics in

Context) 교과서에서도 싱가포르의 교과서처럼

양의 사칙계산을 드러내어 지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 상황과 관련지어 양을 포

함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연비, 인구밀도 등을 구하기 위해 양

의 나눗셈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고 있다

(Britannica, 1998). 또한 林昭(1987)의 주장처럼

식을 세울 때 단위를 붙인 식, 예를 들면

"2500cm ÷60cm = 41.7"((Britannica, 1998, p.111)

처럼 쓰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양의 곱셈과 나눗셈

을 지도하고 있지만,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명쾌

하게 설명하지 않고 양의 계산을 수의 계산으로

대치하고 있다. 宮下英明(2009)의 지적대로 ‘공

식’, ‘형식불역의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추론을

건너뛰어, 기존의 수 체계에서 인정된 성질을 양

체계에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초등학교 수학에서 양을 수학적 대상으로 다

루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몇 몇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양보다

는 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양’을 명시적

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서

도 ‘측정’이라는 영역이 있고, 여러 가지 양에

대한 비교 활동과 측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양

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

라 각각의 양을 별개로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다루는 양도 지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속도나 인구밀도와 같은 내포량은 제외되어 있

다. 이는 내포량을 중요시하고 있는 외국의 추

세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간,

길이와 같은 양의 덧셈과 뺄셈, 도형의 넓이,

부피 등은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두 외연

량의 나눗셈은 수의 나눗셈을 도입하는 문제로

소개되는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양을 애써 무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

정 개정 과정에서 왜 양을 등한시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흔적을 찾을 수도 없다.

다만 3차 교육과정 이후 일본의 교육과정보다

미국의 교육과정을 참조하면서 양에 대한 관심

이 적어지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여 우리

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양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속

도, 농도, 인구밀도와 같은 내포량도 수학과에

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장제도

실생활 관련 문제를 많이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양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

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수로 된 식만 쓸

것이 아니라 단위를 붙여 양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주어진 수를 우연적으

로 조합하여 수식을 세우고, 의미와 관련짓지

못한 채 계산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따른 양에 대한 추론과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론에 근거하여 해결

과정을 고안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김성준,

2004, p. 132)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에서 주

어진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본래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담고 있는

지 그렇지 않은지,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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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Quantity Calculus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Jeong, Eun Sil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quantity concept and how

to deal with the quantity calculus in elementary

school, and to find out the implication for impro-

ving the curriculum and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There had been the binary Greek categories

of discrete number and continuous magnitude in

quantity concept, but by the Stevin's introduction

of decimal, the unification of these notions became

complete.

As a result of analyzing of the curriculu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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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disregard the teaching of quantity

and its calculus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Especially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quantity

is seldom treated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So these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mathematic

teaching. And Korea's textbooks need the

emphasis on the quantity calculus and on cons-

tructing quantity conce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