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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로서의 유리수 체계의 구성에 관한 연구

정 영 우 ․ 김 부 윤1)

ABSTRACT. The ideals of the rings of integers are used to induce rational

number system as operators(group homomorphisms). We modify this

inducing method to be effective in teaching rational numbers in secondary

school. Indeed, this modification provides a nice model for explaining the

equality property to define addition and multiplication of rational numbers.

Also this will give some explicit ideas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field' efficiently comparing with the integer number system.

Ⅰ. 서 론

초등학교에서 자연수와  그리고 분수를 다루었던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음의

정수와 분수 개념2)으로부터 유도되는 유리수의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그리고 소수 표현으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나타내고, 그 합집합으로 실수를 정의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실수 체계를 학습하며, 복소수까지 수 체계를 확장한다.3)

이러한 수의 확장은 대수적 구조의 보존이라는 관점과 방정식의 해와 관련된 관

점 그리고 공리적 방법 등으로 다룰 수 있는데, 중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들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수의 표현으로 수를 정의하고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과는 관계없이 수 확장의 대원칙은 이전 체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게

다가 이전 체계를 포함하게끔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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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에서는 양의 유리수에 해당하는 것을 ‘분수’라는 개념으로 학습하며,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서

는 유리수의 정의를 ‘분수에 양과 음의 기호를 붙인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2008a, 2008b,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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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의 확장을 지도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수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확장 과정, 그리

고 이전 체계의 구조를 보존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대수학의 관점에서 유리수는 정수 체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수 체계는 정수끼리의 나눗셈의

결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일차방정식    ∈ℤ ≠ 의

해 가 정수 집합 ℤ의 원소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불완전성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  꼴의 수를 정의하고, 이 수 집합에 정수 체

계의 기본 성질을 보존하도록 체계를 구성한 것이 유리수체계이다. 즉, 유리수

체계는 

≠  꼴의 수들의 모임인 유리수 집합에 정수 체계의 구조가 보존

되도록 연산을 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정수 체계로부터 유리수 체계를 확장할 때

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 발생적 원리에 따라, 인지 발달 수준이나 학습

자의 경험에 따라 또는 교육과정의 지도 영역의 관점에 따라, 혹은 구성자의 필

요와 기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각 관점에서 수의 확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은 개념이 대두되는 계기, 그리고

그 개념을 수학적으로 형식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형태로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 및 당위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그러한 수학적 지식

에 대한 맥락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칙 아래 정수 체계에서 유리수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

의 방법으로, ‘준동형사상(homomorphism)’을 기초로 한 유리수 체계의 이론적

구성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의된 유리수가 ‘연산자로서의 유리수’ 개

념인데, 이것은 유리수의 연산 규칙에 대한 당위성과 구조 보존이라는 본질에 대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본 연구는 교사에게 가르칠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이

론적 배경과 함께, 수학적 지식의 구성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의 전문성, 특히 교수학적 내용지

식(PCK)을 높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재구성하게 하는 기초적 소재를

제공한다.

Ⅱ. 본론

1. 유리수 연산 지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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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의 연산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분수의 연산을 통해 도입되고 있다. 초등

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분수의 이해를 지도하고, 4학년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5학년에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

셈을 지도한다. 그리고 6학년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c).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분모가 같다는 것은 단위가 같음을 의미하

고, 계산은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계산을 한다.’고 초등학교 해설서(2008)

는 밝히고 있다. 이 때 기초가 되는 것은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이며, 시각적 자

료인 분수막대나 넓이 모델을 사용하여 단위가 같음을 지도하고 있다. 한편, 5학

년의 분모가 다른 덧셈은 먼저 약수와 배수, 공배수, 최소공배수를 지도하고, 약

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를 지도한 후, 약분과 통분을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4

학년에서 학습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바탕으로, 분모가 다른 분수

는 분모를 같게 한 다음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고 초등학교 해

설서(2008)는 밝히고 있다. 실제로 5학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있다

(두산동아, 2010).

(초등학교 5학년, 두산동아, 2010)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이미 등분할되어 있는 그림 상황에서 행해지며, 색칠 방

법이나 답을 구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수용적 활동이다. 그리고 같은

크기를 단위 1로 한정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유리수(또

는 분수)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곱셈에서는 활동 1과 활동 2의

개연성이 없으며, 그림에서 그렇게 색칠을 해야 할 당위성이나 이유가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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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채 단지 연산 규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지도할 적절한 모델을 개

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확인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

습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상황을 벗어난 분수의 덧셈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은

분자, 분모를 별개의 수로 생각하여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지도 방법이 직관적이지만, 직관적 방법이

근원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분수의 개념을 확장하여4) 유리수를 정의하고,

연산을 다루게 된다. 유리수의 연산에 대해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분수의 사칙계산 방법과 정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방법을 바탕으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한

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 한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방법을 알고리즘화하고

있다.

(중학교 1, (주)두산, 2008)

이처럼 유리수의 정의와 그 연산 규칙을 분수에 의한 확장으로 다루고 있을

뿐, 수학적 기호로 일반화 한다거나 연산 규칙의 유래와 일반화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의 연산 지도는 주로 분수막대의 분할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 단원 말미에 넓이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다른 양 사이의 관계나 비 관계에서 단위 1에 의한 논의가

아닌 경우로 모델을 확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분과 약분에서는 비의

4) 초등에서의 분수는자연수
자연수

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리수는이 아닌정수
정수

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분

수의 집합은 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리수의 집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는

유리수가 아니지만 분수이다(김수환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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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맥락을 없애고 지도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두산동아, 2010)

이처럼 초등학교에서의 유리수의 연산 규칙 지도는 시각적 모델을 통하여 직

관적으로 도입한 후 알고리즘화하여 일반화하고 있으며, 이를 중학교에서는 음수

의 경우를 포함하게 형식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

과 선수학습을 고려할 때 직관의 의한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교사의 교수학적 내용지식은 이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관

점에서, 유리수의 연산 규칙이 왜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교수학적 구성이 요구된다.

2. 연산자로서의 유리수 체계 구성의 이론적 배경5)

정수 체계로부터 함수를 정의하여 유리수를 구성할 수 있는 배경 이론을 먼저

고찰하자.

<정의 1> 을 환(ring),  을 가환군(abelian group)이라 하고, 연산이

× →

  ↦

로 정의되고, 다음을 만족하면 을 우 －가군(右 －加群; right －module)

이라 한다：

① 모든 ∈  ∈에 대하여    이다.

5) 본 절은 김응태ㆍ박승안(2003)과 W. K. Nicholson(1999)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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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  ∈에 대하여   이다.

③ 모든  ∈ ∈에 대하여     이다.

④ 모든 ∈에 대하여 ⋅ 이다.

<정의 2> 을 환(ring),  을 가환군, ∈ ∈이라 할 때, 이

의 어떤 원소로 정의되고, 다음을 만족하면 을 좌 －가군(左 －加群; left

－module)이라 한다：

① 모든 ∈  ∈에 대하여     이다.

② 모든 ∈  ∈에 대하여   이다.

③ 모든  ∈ ∈에 대하여      이다.

④ 모든 ∈에 대하여 ⋅ 이다.

따라서 가군(module)의 개념은 벡터공간(vector space) 개념의 일반화이다.

<정의 3> 환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가 다음을 만족하면, 우 아이디

얼(right ideal)이라 한다：

①  는  의 부분군이다.

② 각각의 ∈와 ∈에 대하여 ∈이다.

<정의 4> 환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가 다음을 만족하면, 좌 아이디

얼(left ideal)이라 한다：

①  는  의 부분군이다.

② 각각의 ∈와 ∈에 대하여 ∈이다.

<정의 5> 환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가 우 아이디얼이면서 좌 아이디

얼일 때, 를 아이디얼이라 한다.

<정리 1> 만일 가  위에서 우 아이디얼이면  는 우 －가군이고, 이 우

－가군 은 의 부분가군(submodule)이다. 만일 가  위에서 좌 아이디얼

이면 는 좌 －가군이고, 이 좌 －가군  은 의 부분가군이다.



연산자로서의 유리수 체계의 구성에 관한 연구 141

<정의 6> 과 을 우 －가군이라 하자. 이 때, 함수 ： →가 다음

을 만족하면, 함수 를 －준동형사상(－homomorphism 또는 －module

homomorphism)이라 한다：

① 모든  ∈에 대하여    이다.

② 모든 ∈와 ∈에 대하여   이다.

<정의 7> 과 을 좌 －가군이라 하자. 이 때, 함수 ： →가 다음

을 만족하면, 함수 를 －준동형사상(－homomorphism, 또는 －module

homomorphism)이라 한다：

① 모든  ∈에 대하여    이다.

② 모든 ∈와 ∈에 대하여   이다.

<정리 2> 과 을 우 －가군이라 하고,

       ：→ ; 준동형사상 

이라 하자. 이 때 상등과 덧셈을

① ～ ⇔    ∀∈

②  ：  → 

 ↦  

와 같이 정의하면,    은 덧셈 아래에서 가환군이다.

<정리 3>   이라 하고   에 대하여

③ ∘ ：  ↦

라 정의하면,     ∘은 환(ring)이다. 이 환을 의 자기준동

형환(endomorphism ring)이라 하며,    의 원소를 의 －자기준

동형사상(－endomorphism)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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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4> 을 체(field), 을 차원 벡터공간이라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

3. 유리수 집합의 구성

유리수의 연산 규칙은 연산자로서의 유리수의 의미에서 구명(究明)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수 집합에서 유리수의 집합을 구성하고, 여기에 연산 구조를 주어

유리수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교수학적으로 조직화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수의

연산 규칙이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유리수 집합을 구성하도록 하자. 정수의 집합 ℤ의 아이디얼은 모두 ℤ
∈ℤ  꼴이다. ℤ  ℤ라 두자. 그러면

ℤ  ℤℤ       ℤ→ ℤℤ ; 준동형사상 

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ℤ  ℤ와 ℤ  ℤℤ 의 원소 를 생각하자. 그

러면 는

：ℤ →ℤ
 ↦ 

또는 정해진 정수 에 대하여

：ℤ →ℤ
 ↦ 

로, 에 의해 여러 함수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ℤ

3ℤ
ℤ

<그림 2-1>

이것을 보면 ℤ의 원소가 ℤ의 원소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의 규칙성을

그대로 ℤ＼ℤ 부분에 적용하면 ℤ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의역 ℤ
의 모든 정수에 규칙을 적용시키려는 사고 활동은 정수보다 확장된,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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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를 보존하는 새로운 수 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의 규칙은 ℤ의
원소를 


만큼 축소시켜 ℤ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규칙성을 수치

화한 것을 ‘의 속성’이라 하자.

이제 ℤ의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자. 즉, ℤ에서 ℤ
로의 확장된 집합으로 의 속성을 확장한 함수 를 정의하자. 예를 들어, 함수

는 ∈ℤ＼ℤ도 

만큼 축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포함하는 수 체계는 어떤 것일까?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ℤ ℤ와 ∈ℤ  ℤℤ 에 대하여

：ℤ →ℤ
 ↦

이고,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ℤ ℤ

6ℤ 2ℤ
3ℤ

<그림 2-2>

이것을 보면 ℤ의 원소가 ℤ의 원소에 대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 규칙

성을 정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 체계가 필요해진다. 이

때 의 규칙성은 ℤ의 원소를 

만큼 축소시켜 ℤ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와 는 

만큼 축소시킨다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의역의

범위는 다르다. 또한 ℤ∩ℤ  ℤ에서는 와 가 같은 결과를 가지며, 와 

는 ℤ－가군 준동형사상이 된다. 이것을 위의 예 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도록

하자.

①  ∈ℤ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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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ℤ일 때,

   ⋯  ⋯

  ⋯   

이제 이러한 집합들의 합집합 ⊍ℤ  ℤℤ 를 생각해보자.6) 이 집합에서

상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ℤ ↦ℤ , ：ℤ ↦ℤ일 때,

～ ⇔    ∀∈ℤ∩ℤ

이다. 즉,  ℤ∩ℤ   ℤ∩ℤ이다. 만일 ：ℤ ↦ℤ , ：ℤ ↦ℤ라 하면,

～ ⇔    ∀∈ℤ

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등을 의미하는 기호적 표현일 뿐,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

다. 이처럼 대수적 기호 또는 표현은 산술로 환원하여 계산 규칙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위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상등의 의미를 산술화 하자.

  


   


라 하자. 즉,

  
：ℤ →ℤ

 ↦ 

  

：ℤ →ℤ
 ↦ 

6) 임의의 집합에 대해 언제나 disjoint union이 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집합에 대한 다음 논의의 이

론적 배경 및 존재성은 direct limit와 inverse limit에 의해 보장된다. 예를 들어, 

 


 


 


 



에서 분모를 으로 맞추는 것이 direct limit의 개념이다. 본 내용은 학부과정을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한 직관적 수준에서 다루기로 한다.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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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면 정의역 ℤ에서는

：ℤ →ℤ
 ↦ 

：ℤ →ℤ
 ↦ 

이다. 따라서

   ⇔ 

 


⇔   

이다. 이것은 비례식 ：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함수  의 상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의 1>    ∈ℤ ≠  ≠ 일 때, ：를 

로, ：를 


로 나

타내면,

：  ： ⇔ 

 


⇔   

이다.

그러면 ⊍ℤ  ℤℤ 의  에 대한 규칙성을 정수 정의역으로 확장한 경

우, 예를 들어,  


,  


는 상등의 정의에 의해 각각의 정의역의 교집합에

대해 같은 동치류의 원소가 된다. 다시 말해,




 

 


 


 


 ⋯이고, 


과




는 정의역이 ℤ일 경우에 같고, 


와 


은 정의역이 ℤ일 경우에 같다. 그

러므로




 

는 scale을 조정해 주는 모든 함수7)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





 

의

집합들을 유리수라 정의한다. 그러므로 동치류의 집합 ⊍ℤ ℤ ～는 유

리수의 집합 ℚ이다. 즉,

7) 집합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규칙을 속성이라 하며, 이 속성을 수치화한 것이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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ℚ    ：ℤ →ℤ ：ℤ →ℤ    ∈⊍ℤℤ 

이다. 그리고 함수 를

：ℤ →ℤ
 ↦ ∈ℤ 

와 같이 정의하면, 정수의 집합은 유리수의 집합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정수 체계 ℤ로부터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들의 모임으로 유리수

의 집합을 정의하고, 이 집합이 정수의 집합을 포함함을 보였다.

이제 이 집합에 연산을 주어 수 체계가 되도록 구성해 보자. 수 체계를 구성한

다는 것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체계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유리수 체계의 구성

먼저 이 집합에 연산을 다음과 같이 주도록 하자：

    ∈⊍ℤ ℤ ～에 대하여8)

       ℤ∩ℤ   ⋅   ∘       

로 정의하자. 이러한 정의가 연산이 되려면 ‘닫혀 있다’는 성질과 ‘등식의 성질’이

만족되어야 한다.9) ‘닫혀 있다’는 조건이 만족하도록 유리수의 집합이 구성되었

으므로, ‘등식의 성질’을 만족하는 것만 보이면 충분하다. 함수

  
：ℤ →ℤ

 ↦ 

  

：ℤ →ℤ
 ↦ 

  

 ：ℤ →ℤ
 ↦ 

  

 ：ℤ →ℤ
 ↦ 

8) 함수      이다.

9) 자세한 내용은 김부윤ㆍ정영우ㆍ박영식(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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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ℤ →ℤ
 ↦ 

 ↦ 

 ↦  

  ：ℤ →ℤ
 ↦ 

 ↦ 

 ↦    

에서      이면,      과 ⋅ ⋅이 성립함을 보이면 된

다. 상등의 정의에 의하여      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ℤ →ℤ
 ↦ 

：ℤ →ℤ
 ↦ 

：ℤ →ℤ
 ↦ 

：ℤ →ℤ
 ↦ 

에서   이고   이다. 그러면

①

이다. 이제  를 정의역 ℤ에서 생각하자. 그러면

 ：ℤ →ℤ
 ↦   

이고,

             

이다. 이것은   을 정의역 ℤ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며, 덧셈에 대하여 등식의 성질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덧

셈은 연산이다.

② 이제 곱셈에 대해 생각해 보자.

⋅  ∘   ℤ이므로

∘ ：ℤ ↦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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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ℤ →ℤ

 ↦ 

  
 ：ℤ →ℤ

 ↦ 

  
：ℤ →ℤ

 ↦ 

ℤ →ℤ
 ↦  ↦

이다. 그러므로

⋅： ↦ ↦

이고,   이며

⋅： ↦ ↦

이므로 ⋅  ⋅이다. 따라서 곱셈에 대하여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므로 곱

셈은 연산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덧셈과 곱셈의 계산 규칙을 얻는다：




 




 



⋅


 



이것은 유리수의 덧셈과 곱셈의 계산 규칙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

니라, 구조의 보존이라는 명백한 목적과 엄밀한 수학적 조작을 통해 그렇게 형식

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수 체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덧셈과 곱셈이 어떤 연산의 성질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0). 먼저   를

라 하자. 앞에서 정의한 연산은 이항연산인데, 이를 세 개 이상의 원소 사이에서

도 보장받기 위하여 결합법칙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수적 구조로 연산

이 주어질 때, 덧셈과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결합법칙> ①       임을 보이자.  는 와 의 공통 정

의역인 ℤ∩ℤ에 대하여

10) 배경적 내용은 정영우ㆍ김부윤ㆍ표성수(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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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고,

： ↦

이므로 공통 정의역 ℤ∩ℤ ∩ℤ에 대하여

  ：ℤ →ℤ
 ↦   

이다. 그리고

： ↦ 

이고, 공통 정의역 ℤ∩ℤ에 대하여

 ： ↦  

이므로 공통 정의역 ℤ∩ℤ∩ℤ 에 대하여

  ： ↦   

이다. 그러므로        이다.

② ⋅⋅  ⋅⋅임을 보이자. 공통 정의역인 ℤ∩ℤ에 대하여

⋅： ↦  ↦

이고

： ↦

이므로 공통 정의역 ℤ∩ℤ ∩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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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다. 그리고

： ↦ 

이고, 공통 정의역 ℤ∩ℤ에 대하여

⋅： ↦ ↦

이므로 공통 정의역 ℤ∩ℤ∩ℤ 에 대하여

⋅⋅： ↦  ↦

이다. 그러므로 ⋅⋅  ⋅⋅이다.

이처럼 덧셈과 곱셈에 대해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나면, 이 연산들에 대한 항등

원을 생각하게 된다. 즉, 연산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원소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field)에 관한 논의에 앞서 환(ring)에 대한 것이 먼저 다

루어져야 하므로 항등원이 먼저 논의된다. 단, 환에는 항등원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항등원> 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ℤ ↦ℤ
 ↦∈ℤ 

즉,     

∈ℤ로 정의한다. 그러면 임의의





 

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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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②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ℤ →ℤ
 ↦ 

즉,     


∈ℤ로 정의한다. 그러면 임의의




 

에 대하여





 

⋅





 

 





⋅

 

 




 


 




 







 

⋅





 

 





⋅

 

 




 


 




 



이다.

이제 두 연산에 대한 분배법칙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때, 좌 분배법칙과 우

분배법칙이 각각 다루어져야 한다.11) 분배법칙은 식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도록 보장해 주는 법칙인데,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면 방정식을 보다 수

월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분배법칙> ①  ⋅  ⋅ ⋅임을 보이자. 공통 정의역인

ℤ∩ℤ에 대하여

 ： ↦  

이고,

： ↦

11) 관련 내용은 김부윤ㆍ정영우(2010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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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공통 정의역 ℤ∩ℤ ∩ℤ에 대하여

 ⋅： ↦ ↦ 

이다. 그리고 공통 정의역 ℤ∩ℤ와 ℤ∩ℤ에 대하여

⋅： ↦  ↦ ⋅： ↦ ↦

이고, 정의역 ℤ∩ℤ ∩ℤ∩ℤ 에 대하여

⋅ ⋅： ↦ 

이다. 그러므로 우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② ⋅    ⋅ ⋅임을 보이자.

： ↦

이고, 공통 정의역인 ℤ∩ℤ에 대하여

 ： ↦  

이므로 공통 정의역 ℤ∩ℤ∩ℤ 에 대하여

⋅  ： ↦  ↦ 

이다. 그리고 공통 정의역 ℤ∩ℤ와 ℤ∩ℤ에 대하여

⋅： ↦  ↦ ⋅： ↦ ↦

이고, 정의역 ℤ∩ℤ ∩ℤ∩ℤ 에 대하여

⋅ ⋅： ↦ 

이다. 그러므로 좌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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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법칙이 보장되고 나면, 부가적으로 좌 분배법칙과 우 분배법칙의 결과가

같아지도록 하는 교환법칙의 성립 여부를 논하게 된다. 그것은 대수학에서의 큰

주제 중 하나인 방정식을 풀기 위해 인수분해 가능성을 다룰 때, 교환법칙이 성

립하면 계산의 편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2).

<교환법칙> ①     임을 보이자.  는 와 의 공통 정의역인

ℤ∩ℤ에 대하여

： ↦ ： ↦ 

이므로

 ： ↦  

이다. 한편    ∈ℤ이므로 교환법칙     가 성립하므로,  

와   ： ↦  는 같은 결과를 가진다. 즉,     가 성립한다.

② ⋅  ⋅임을 보이자. ⋅는 공통 정의역인 ℤ∩ℤ에 대하여

： ↦ ： ↦ 

이므로

⋅  ∘  ℤ∩ℤ： ↦ ↦

⋅  ∘  ℤ∩ℤ： ↦ ↦

가 되어 ⋅  ⋅가 성립한다.

이처럼 ⊍ℤℤ 는 덧셈과 곱셈이 등식의 성질에 의해 연산으로 정의

되고,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

원과 역원이 존재하면 방정식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13).

12) 자세한 내용은 정영우ㆍ김부윤ㆍ표성수(2011) 참고.

13) 자세한 내용은 정영우ㆍ김부윤ㆍ표성수(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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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원> 역원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뺄셈과 나눗셈이 정의되게 된다. 뺄셈은 정

수 ℤ가 과  에 의해 생성되는 순환군(cyclic group)이므로 덧셈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으며, 나눗셈은 곱셈의 역인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뺄셈과 나눗셈

은

     , ÷  ⋅ 

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만일

：ℤ →ℤ
 ↦

일 때,  를

 ： ↦ 

라 하면,   ：↦ 이므로         임을 의미한다.

이 때,  를 덧셈에 대한 의 역원이라 한다. 또한  를

 ：ℤ →ℤ
 ↦

라 하면,

⋅ ： ↦  ↦

이므로 ⋅      ⋅이다. 이 때,  를 곱셈에 대한 의 역원이라 한

다.

그러므로 유리수의 집합은 덧셈과 곱셈 아래에서 체를 이룬다. 다시 말해,

ℚ  ⋅는 체이다14).

Ⅲ. 결론

14) 구조 보존에 의한 연산 규칙의 정의는 김부윤ㆍ정영우ㆍ황종철ㆍ김소영(2010)의 대칭차집합과 정영

우ㆍ김부윤ㆍ황종철ㆍ김소영(2011)의 행렬연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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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의 개념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분할된 부분과 전체’,

분배 상황에서의 ‘분배 결과의 몫’, 비례 개념으로부터 정의되는 ‘비율’ 그리고 곱

셈의 ‘연산자’ 등이 있다. 앞의 두 개념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며, ‘비율’은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연산자’로서의 유리수의 개념은 중등학교에서

강조되지는 않지만,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재이

다.

‘연산자’로서의 유리수 개념은 유리수를 함수 관계로 이해하는 것으로 극도로

형식화된 현대수학의 관점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수학적 개념의 조작적인 본

질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15) 여기서 ‘조작적인 본질’이란 만들어내는 과

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왜 수학적 개념이 그렇게 만들어졌

는지를 발생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학교수학에서는 직관에 기초하여

계산 알고리즘을 강조하고 있을 뿐, 유리수 개념의 구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적 관점에서 조작적 본질을 다루는 것은 연산과 수 집합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연산을 ‘부여되는 단순한 계산

규칙’이 아니라, ‘구조를 다루려는 목적성을 가지는 형식적 조작’이라는 것을 이

해시키는 것이 ‘수와 연산’ 영역의 또 하나의 지도 목표이어야 한다.

‘비율’로서의 유리수 개념은 통약가능이라는 유리수의 역사 발생적 본질16)을 잘

나타내며, 이것은 비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 개념은 비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을 인식하고, 그 양 사이의 관계나 양에 대한 방정식, 함수, 그리고 그래

프 등을 다루는 것과 관계된다.17) 반면 ‘연산자’로서의 유리수 개념은 연산의 정

당화와 체 구조를 잘 유도할 수 있으므로 수 체계를 발생적․구조적 관점에서

다룰 때 적당하며, 방정식과 함수 등을 다룰 때 조작의 기초가 된다.

연산자로서의 유리수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등이 먼저

학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체계가 먼

저 지도되고, 함수의 합성과 역함수가 뒤에 지도되고 있으므로 정규 교육과정에

서 이를 지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수준별 수업이나 심화학습의 소재

로 이러한 수학적 구성 활동을 다룰 수는 있다.

또한 이 내용은 중학교에서 유리수의 연산을 다룰 때, 함수라는 개념을 언급하

지 않고, 연산 규칙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규칙성’ 또는 ‘속성’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지도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에서 제한된 개념에 의해 지도된 연산에 관한

내용은, 중학교에서 유리수의 연산을 지도할 때 다양한 유리수의 개념을 함의할

15) 김남희 외(2007), p.26.

16) 관련 내용은 김부윤ㆍ정영우(2008) 참고.

17) 류희찬 외(2007),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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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산 규칙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이 때 함수

의 합성 역시 도식을 이용하여 변환 규칙으로 교수학적 변환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지도의 목적은 엄밀한 수학을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암기하도록 강

요받았던 연산 규칙이 왜 그런 형태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하자

는데 있다. 즉, 연산의 본질인 대수적 구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연산이 목적

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임을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업 활동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교사들은 가르칠 지식에 대

한 전문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가르칠 지식으로

의 교수학적 변환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르칠 지식의 학문적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지도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교수학적 변환은 어려우며, 특히 교육과정

내용의 연결성 및 정당성을 맥락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NCTM(2007)의 주어진 넓이에 어떤 수를 곱함으로써 넓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

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나, 김남희 외(2007)의 연산자로서의 유리수에 관

한 설명은 이러한 조작적 본질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결과적인

‘조작’의 의미를 교수학적으로 변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작적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산자로서의 유리수

개념을 정의하고, 연산을 주어 유리수 체계를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하

여 ‘상등’, ‘덧셈’, ‘곱셈’이 왜 그런 계산 규칙으로 정의되어지는지에 대한 목적성

과 필연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방정식과 관련하여 대수적 구

조의 중요성이 드러나기도 하므로 수학 내적 연결성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

다.

연산자로서의 유리수의 구성은 ① 함수로서의 유리수 집합의 구성, ② 상등과

덧셈 그리고 곱셈의 계산 원리 유도, ③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의 성립 등

이 가지는 의의를 담고 있다. 즉, 정수 체계로부터 유리수의 집합을 구성하고, 이

집합에서 상등과 연산을 정의함으로써 수 체계를 형성하고, 이 수 체계에서 방정

식을 풀 수 있도록 연산의 성질을 구축함으로써 유리수의 대수적 체계를 완성하

였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의 목적에 맞게 유리수의 집합, 상등, 연산 규칙이 정

의되었으며, 연산의 성질들이 증명되었다. 이로써 유리수의 집합이 체의 공리를

만족하도록 형식화되었다.

연산자로서 유리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의 장점은 유리수의 상등, 연산의 계산

규칙 등의 조작적 본질을 다루는 활동을 함으로써 수학하기(doing Mathematics)

를 경험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발생적 맥락에서 조작적 본질을 잘 경험하게

해 준다.

이처럼 수학적 개념은 목적을 가진 활동에 의해 추출되고 형식화되며,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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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사고 흐름 속에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예비교사들이 대학수학에서 학습

한 내용을 교수․학습 상황으로 맥락화 할 때, 중등학교에서 지도되는 개념들 사

이의 관계를 밝히고, 수학적 개념들이 그러한 형태로 형식화되고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다. 이는 교사들의 가르칠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한편, 교수 활동을 계획하는데 있어 지도 모델의 기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연산 규칙의 당위성을 주기 위한 유리수 체계 구성의 이론적 모델

을 구성하여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중등학교 학생들의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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