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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수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분수의 개념과 

모델의 양상 분석1)

강흥규2)

이 논문에서는 분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개념(비율, 작용소, 나눗셈)과 모델(전
체-부분, 측정, 분배)의 두 범주로 분류하고, 그것이 한국의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수학에서 분수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분수의 다양한 개념과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서 통합된 하나의 분수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분수의 다양한 개
념과 모델을 명확히 변별하고 그 도입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암묵적인 사용 혹은 
애매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의 교과서는 측정모델의 사용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분수 곱셈과 나
눗셈의 알고리즘 설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제어: 분수의 개념, 분수의 모델, 비율, 작용소, 나눗셈, 전체-부분, 측정, 분배

Ⅰ. 서   론

분수는 다채로운 여러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분수의 다면성과 복합성은 분수 지도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분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분류하고 체계화하

고 명명하는데 있어서, 저자별로 상이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

어, 배종수(2008)에 따르면, 분수가 가지는 네 가지 의미는 동등하게 분할하는 활동으로서

의 분수(조작 분수), 추상적인 수로서의 분수(양의 분수), 비율로서의 분수(비율 분수), 몫으

로서의 분수(몫의 분수)가 있다. 강문봉 외(1999)에 따르면, 분수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는 

부분-전체, 몫, 비율이 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분수에는 일반적으로 등분할 분

수, 양으로서의 분수, 비율로서의 분수, 몫으로서의 분수 등 네 가지 의미가 있다(교육인적

자원부, 1998). 김수환 외(2010)는 분수를 의미와 모델로 크게 구분한 다음, 의미에는 전체-

부분, 몫, 비, 측정(양), 연산자가 있으며, 모델에는 영역 모델, 길이 모델, 집합 모델, 넓이 

모델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의미와 모델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여타 저자들

의 분류와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다양한 분수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한다. 그 특징

은,

1) 이 논문은 2011년 공주교육대학교 자유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공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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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에 ‘의미’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에 

대하여는 의미보다는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연수의 개념, 유리수의 개

념, 복소수의 개념 등등.

둘째, 의미라는 용어 하나로 분류하기 보다는 ‘개념’과 ‘모델’의 두 범주로 크게 

나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분수의 의미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인 여러 것들이 그 일반성

과 추상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순수한 수로서의 

와 그것이 적용

된 측정량으로서의 

m는, 의미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에는 그 추상성에서 현격한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개념과 모델의 관계는 일반 개념과 그에 속하는 특수 사례

의 구분과 유사하다. 다만, 모델은 전적으로 특수한 개별 사례는 아니며, 그 역시 어느 정

도 일반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안에 보다 특수한 사례를 거느릴 수 있는 수준이다.

셋째, 모델과 그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구분하였으며, 후자를 ‘모델의 시각화’

라는 이름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분수의 개념과 모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개념에는 비율, 작용소, 

나눗셈이 있으며, 모델에는 전체-부분, 측정, 분배가 있다.

분수 개념의 복합성은 분수 지도와 학습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여러 개념과 모

델이 혼재하는 가운데 이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조정하여 여러 측면이 모두 종합되는 하나

의 분수 개념을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개념과 모델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고 요

구하는 선행학습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계열을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7년 교과서3)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분수의 개념과 모델

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파악한 문제점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분수의 개념

우리가 ‘삼분의 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

’라고 쓸 때, 그 음성 혹은 기호가 가리

키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수의 개념이라고 부르자. 그것은 ‘
 m’, ‘

피자’, 

‘사과 60개의 


’, ‘쌀 90kg의 


’, ‘재적의원 240명의 


’ 등이 공통으로 보유하

고 있는 속성이 될 것이다. 이 사례 모두에 공통으로 속한 것은 ‘어떤 양을 3조각으로 나

누고(÷3), 그 중에 2조각을 모은다(×2)’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두 측면을 가진다.

① ÷3하고 ×2하는 조작 과정

② ÷3하고 ×2하는 조작 과정의 처음(투입량)과 끝(산출량) 사이의 어떤 관계

①을 작용소, ②를 비율이라고 부르자.

3) 이 논문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간략하
게 ‘제 7차 교과서’, ‘2007 교과서’라고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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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용소

작용소로서의 

는 ÷3하고 ×2하는 동적인 조작 과정을 가리킨다. ÷3 하는 것은 분

석, ×2 하는 것은 종합에 해당한다. 이 조작 과정은 어떤 투입량을 받아서 산출량을 내보

낸다. 조작과정으로서의 

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양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투입량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산출량을 지칭할 수 있으며, 투입량이 결정되지 않은 그 자체로

는 아무 양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함수이다. 우리는 그것을 함수의 특수한 용

어를 써서 ‘작용소(operator)’라고 부른다. 작용소 


의 경우,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에는 

일정한 비 관계 20:30 = 60:90 = … = 2:3 이 유지된다. 이 의미를 더하여 그것을 비 작용

소(ratio operator)라고 부르기도 한다(Freudenthal, 1983, p.148).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작용소는 ‘~의 

(

of ~)’와 같은 문장형식으로 사용된다. [그

림 1]과 [그림 2]는 2007 교과서에 있는 작용소 개념의 사례이다.

[그림 1] 2007 교과서 3-1, 7. 분수

  

[그림 2] 2007 교과서 5-1, 4. 분수의 곱셈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교과서의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등분할 분수’라

고 지칭하고 있다. “3학년에서는 이산량을 등분할하고, 등분할된 양을 분수로 나타내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87).” “등분할 분수로서 

는 한 물건을 3등분한 것 중의 

2개를 나타낸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p.63).”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교과서의 이 

내용은 등분할 분수보다는 작용소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작용소로서의 


는 분석(÷3)과 종합(×2)의 두 측면이 있는 반면, 등분할 분수는 분석(÷3)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Dewey는 분수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분석만 강조되고 종합은 소홀이 되는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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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는 한 단위를 등분할한 부분의 개수이다” 혹은 “단위를 등분할 

함으로써 분수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는 단일체(unity)와 단위(unit)간의 중요한 차이가 간과된다. 옷

감을 측정하고 난 후에 우리는 그것이 4야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 이

전에 옷감은 모호한 단일체일 뿐이었지만, 측정된 후에는 명확한 단일체가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것은 단위(unit)는 아니다. 측정된 후에는 그것

은 단위들의 단일체(a unity of units)가 된다: 종합(Dewey, 1895, p.132).

작용소 관점에서 본다면, 분수의 곱셈은 작용소의 합성 즉 ‘합성함수’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에 양자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분수 함수

합성함수 

× 


∘  , 단     ,   

함숫값

30kg 의 

× 

는?

① 


× 


 


, ×


  이므로 16kg

② 30kg의 

는 24kg, 24kg의 


는 16kg이므로 

16kg

함숫값 ∘ 은?

① ∘     이므로 

2(20+1)=42

② ∘    이므로 

g(f(20))=g(21)=42

<표 1> 분수 곱셈의 작용소 관점에서의 해석

2. 비율

분수 


를 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의 정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비

율 개념이다. 작용소와 마찬가지로 비율로서의 


도 특수한 하나의 고정된 양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로 표상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양이 공통으로 보유한 추상적인 속성

이다. 예를 들어 ‘

m’,  ‘재적의원 240명의 


가 찬성’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 

가리키는 것은 ‘3m에 대한 2m의 관계’, ‘240명에 대한 160명의 관계’이다. 

이처럼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며 비율  기준량 
비교하는양 

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안경 쓴 학생의 비율, 타율, 확률, 성공률, 이율 등이

다.

2007 교과서 안에서는 비(ratio)와 비율을 구분하였으며, 그 중에서 비율을 분수로 정의

한다. 따라서 이 교과서에서 분수와 비는 구별된다[그림 3]. 이와는 달리, 제 7차 교과서에

는 ‘기준량을 1로 볼 때의 비율은 비의 값’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비율을 비와 연결시켰

다[그림 4]. 즉 분수의 개념이 비와 연결된 셈이었다. 그러나 이 정의로 인하여 ‘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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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비율’의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유발되었으며, 이 때문인지 몰라

도 2007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고, 그 결과 비율과 분수는 비와 구별되게 되었

다.

[그림 3] 2007 교과서 5-2, 7. 비와 비율

  

[그림 4] 제 7차 교과서 6-가, 6. 비와

비율

실제로 초등수학에서 제 7차 교과서처럼 (기준량이 1일 때의 비율)=(비의 값) 으로 해서 

분수를 비와 명시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실효적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400원하는 

과자가 500원으로 올랐다. 값이 오른 비율을 구하라”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 문제의 

해결과정은 (비교량)=100, (기준량)=400, (오른 비율)=


와 같을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비 100:400을 표시하고, 이 비의 값 


을 구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타율, 인상률, 백분율 등과 같은 비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가 개입되지도 개입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율과 분수를 비와 구별한 2007 교과서의 시도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비율과 비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명 안에

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분리된 내용이, 아무런 관련도 맺지 못한 채 같

은 단원 안에서 단순 병치되어 있는 셈이다.

3. 나눗셈

비율 개념, 작용소 개념과 구별되는 제 삼의 분수 개념은 나눗셈이다. ‘
 m’, 

‘
피자’, ‘학급인원 60명의 


’ 등등의 여러 사례에 공통으로 속한 것은 2÷3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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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2÷3 이다.

나눗셈으로서의 분수 개념은 초등수학의 몇몇 중요한 특징을 시사한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이나,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것과 같은 나눗셈과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분수로 인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8÷3은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인 나눗셈으로서 8÷3=2...1 이었으나, 이제는 

8÷3=

 이 된다. 또한 2÷3과 같이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나눗셈은 처음에는 불가능

했으나, 이제는 2÷3=

 으로 가능하게 된다.

둘째, 나눗셈 개념으로서의 분수 개념은 유리수의 형식적인 정의, 즉 자연수 순서쌍의 

동치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자연수 안에서 가능한 나눗셈, 4÷2=6÷3= … = 2 등

을 바탕으로, 형식불역의 원리에 따라서 임의의 자연수의 나눗셈 2÷3=4÷6=6÷9= … =

 

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

초등수학에서 나눗셈으로서의 분수 개념은, 가분수를 진분수로 고치는 방법,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에서 사용된다[그림 5, 6].

[그림 5] 2007 교과서 5-2,

2. 분수의 나눗셈

    

[그림 6] 2007 교과서 4-1, 6. 분수

지금까지 분수의 개념을 작용소, 비율, 나눗셈의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서로 연결된 하나의 개념임이 드

러난다. ÷3하고 ×2하는 작용소의 의미는 결국 ×2÷3 이므로 2÷3 과 같은 것이다. 2÷3 

즉, 2를 3으로 나눈다는 것은 결국 2가 3의 몇 배인가 하는 것이다. 비율로서의 

도 결국 

4) 예를 들어 분수 

의 경우, 그것은 3x=2 의 해로 정의하고, 형식불역의 원리에 따라서 계산규칙

을 정의할 수 있다(우정호, 1998,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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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량 3에 대한 비교량 2의 크기, 다시 말하면 비교량 2가 기준량 3의 몇 배인가 하는 

것 아닌가? 비록 분수가 개념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유리수

라는 단일한 수학적 구조의 교수학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때, 작용소, 비율, 나

눗셈이라는 분수 개념 사이의 심층적 동일함은 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Ⅲ. 분수의 모델

이 장에서는 제 II장에서 다룬 분수의 세 가지 개념이 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표현된 

수단, 즉 모델을 다룬다. 분수의 모델을 전체-부분, 측정, 분배의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 

그것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고찰했던 분수의 세 가

지 개념을 어떻게 표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체-부분 모델 

이 모델은 분수를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로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는 전체를 똑같

이 3으로 나눈 것 가운데 2입니다. 이 때 전체는 선분,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등과 같은 

하나의 도형으로, 부분은 그 안에 빗금친 영역을 시각화할 수 있다[그림 7]. 2007 개정 교

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등분할의 의미를 바탕으로 ‘전체를 똑같이 ~으로 나눈 것 중의 

~’이라는 표현으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부분을 나타내고 읽고 쓸 수 

있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76).

[그림 7] 2007 교과서 2-2, 5. 분수

   

[그림 8] 2007 교과서 2-2, 5. 분수

전체-부분 모델에서는, 말 그대로, 부분은 전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전체보다 작아

야 한다. 예를 들면, 학급 전체 30명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 20명의 관계는 전체-부분 관계

이지만, 한 개에 500원 하던 빵 가격이 600원이 올라서 1100원이 된 것은 전체-부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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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어떤 사건의 확률) = 모든경우의수 
그사건의경우의수 

은 전체-부분 관계의 대표적인 사

례이다. 전체-부분 모델에서 부분은 전체에 속하는 것이며 전체보다 클 수 없다. 따라서 

이 모델을 시각화할 때 두 개의 도형이 아닌 하나의 도형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형을 여러 영역으로 등분할 하고, 그 중의 몇몇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

이다[그림 8].

이 전체-부분 모델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분수를 처음 도입하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전체-부분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맥락이 제거된 형태이다. 예를 들어 학급 전체가 30명이고 그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20명과 같이 전체와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맥락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형과 그 분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맥락이 

없기 때문에 오직 도형과 그것의 넓이의 등분할을 통해서 얻은 부분을 통해서만 의미가 

제공된다. 이렇다 보니, 전체-부분 모델에서는 모델과 그 모델을 시각화한 도형이 거의 구

별되지 않는다.

둘째, 전체-부분 모델은 오직 진분수만을 표상할 수 있다. 부분은 전체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은 분수가 아니며, 그래서 가짜 분수인 가분수(假分數)5)가 된다. 전체-부

분 모델의 이러한 제한점은 가분수와 대분수를 다루는 지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측정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측정모

델을 도입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제 IV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이 모델은 작용소 개념과 비율 개념을 모두 표상한다. 예를 들어 전체를 3등분하고 그 

중의 2부분을 모으는 과정은 (전체)=투입량, (부분)=산출량으로 본다면 작용소 개념에 해당

하며,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의 2라는 것을 

로 나타낸 것은 전체 

부분 
 이므로 비율 개

념에 해당한다.

2. 측정 모델

측정 과정은 측정량, 단위량, 수치의 삼요소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측정량 3m 라고 

하면 단위는 m이고 수치는 3이다. 그러나 분수를 통한 측정에서는 이차 단위가 더 필요하

다. 예를 들어 

m라고 하면, 일차단위는 m, 이차단위는 

 m , 이차단위에 대한 측정 수

치는 2이며, 일차 단위에 대한 측정 수치는 


이다. 측정과정으로서의 분수에 대해서는 

Courant & Robbins에 잘 진술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개개의 사물을 세는 것’ 뿐만 아니라, 길이, 넓이, 

무게, 시간 등과 같은 ‘양을 재는 것’도 해야만 한다. … 첫째, 우리는 푸

트, 야드, 인치, 파운드, 그램 혹은 초와 같은 ‘측정단위’를 임의적으로 선

택하고, 거기에 측정값 1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는 측정되어야할 양을 채

5) 가분수의 영어 표현 improper fraction 속에도 이런 뜻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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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는 단위의 개수를 센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위를 세는 이과정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어진 양은 단위의 자연수 곱절로는 

정확히 측정되지 못할 것이다. …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우리는 새로운 이

차 단위를 도입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일상생활에서 이 새로운 단위

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다. 예를 들면 푸트는 12인치로, 미터는 100센티미터

로, 파운드는 16온스로, 시간은 60분으로, 분은 60초로 분할된다. 그러나 수

학의 언어에서는 일차 단위를 n등분함으로써 얻어진 이차 단위는 기호 n

로 

나타내어지며, 주어진 양이 이차단위 m개 만큼을 정확히 포함하면, 기호 n
m

(때로는 m:n)으로 나타낸다. 이 기호를 ‘분수 혹은 비’라 부른다. 수세기 

동안 진행된 많은 암중모색을 거쳐서, 그 다음의 결정적인 진보가 이루어졌

다. 기호 n
m

에 씌워졌던 측정과정과 측정된 양이라는 구체적인 속박이 제거

되었고, 그것은 자연수와 동일한 기초를 가지는, 그 자체의 실재를 가지는 

‘수’로 다뤄지게 되었다(Courant & Robbins, 1941, p.53).

Dewey도 측정활동에 입각하여 분수를 해석하고 있다.

분수개념이 없이는 측정도 없다. 측정의 도구로서 ‘수는 정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있어야 할 곳에는 언제나 분수의 

개념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어떤 방의 모서리를 측정하여 그것이 


 야

드가 됨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것은 측정과정을 완전히 드러낸다. (1) 기본측

정단위가 1야드 (2) 유도된 측정 단위가 이것의 

 (3) 그리고 이 유도된 단

위는 양을 측정하는데 19회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면, (1) 표준적의 준거로서의 단일체(기본 단위), (2) 유도된 단위(직접 측정하

는 단위), (3) 측정량에 있는 ‘유도 단위’의 수. 분수는 이러한 과정을 완전

하게 표현한다. 결국, 분수는 기본 단위에 대한 측정량의 ‘비(ratio)’이다

(Dewey, 1895, p.130).

측정모델을 시각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직선이다. 수직선은 일차 단위와 그것의 세 분

할을 통해 얻은 이차단위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연수와 분수의 포함 관계와 

분수의 대소 비교를 설명하는데 용이하다. 제 6차 교과서에는 측정모델을 통한 수직선의 

도입과, 수직선을 통한 가분수와 대분수를 지도하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미터단위의 

등분할 통하여 

 m와 같은 이차 단위를 정의하고, 그를 통한 측정량을 나타내는 수단으

로서 분수를 도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정의하고, 1보다 큰 2, 3 

과 같은 자연수까지 확장함으로써 수직선을 도입한다[그림 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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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 6차 교과서 3-1, 8. 분수

 

[그림 10] 제 6차 교과서 4-1, 8. 분수

 

[그림 11] 제 6차 교과서, 4-1, 8. 분수

   
[그림 12] 2007 교과서 4-1, 6. 분수

 

제 6차 교과서와는 달리, 제 7차 교과서와 2007 교과서에서는 가분수와 대분수를 지도

할 때 수직선이 아닌 [그림 12]와 같은 시각화를 사용한다. 이 시각화에서 원 하나는 1을 

표상하고, 각 부분은 


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것은 측정모델의 시각화이다. 

따라서 측정모델 없이 전체-부분 모델만으로 분수를 정의한 상태에서 이 시각화를 사용

한다면 그것은 부조리한 것이다. 전체-부분 모델에서는 전체를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정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 IV장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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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델은 작용소 개념과 비율 개념을 표상한다. 측정량 

m를 얻는 과정은, 기본단위 

1m를 ÷3하고 ×2 하여 

m를 얻는 조작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때의 


는 

측정량 
단위량 

이므로 단위량에 대한 측정량의 크기, 즉 비율이다.

3. 분배 모델

분배모델에서 

는 똑같은 a개의 사물을 b명의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때 한 사

람이 받는 양을 말한다. 이 모델은 자연수 나눗셈의 등분제 해석을 확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피자 4판을 2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이 몇 판을 가지는가?” 이는 4÷2=2 

이므로 2판이다. 그렇다면 “피자 3판을 2사람이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이 받는 피자는?” 

이것을 

판으로 정의하자. 


판은 얼마큼일까? 피자 3판을 2사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분배모델에서의 

      
[그림 14] 분배모델에서의 



피자 하나를 2등분하고, 2명이 한 조각씩 가져간다. 다음 피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판은 


판이 3개이다[그림 13]. 이와는 다른 방법도 있다. 2명이 각각 한판씩을 갖고 남

은 1판은 2등분해서 한 조각씩 갖는다. 한 사람이 받는 것은 


이다[그림 14].

이 모델은, 전체-부분 모델이나 측정모델에 비해서 분수의 사칙계산을 설명하기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동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을 다음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


은 피자 한판을 두 사람이 나누는 것이고, 


은 피자 한 판을 세 

사람이 나누는 것이므로, 둘을 더하면 피자 두 판을 다섯 사람이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이다!”

분배모델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확장한 것이므로 b
a
=a÷b이다. 즉 분배모델은 나눗셈 개

념을 두드러지게 표상한다. 작용소와 비율 개념도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매우 미약한 상

태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분수의 개념과 모델 사이의 표상·표현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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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영주 외(2012)에서는 ‘분수 의미의 연결망’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것은 의미라

는 단일한 수준에서 고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표상·표현 관계와는 구별된다.

분수

작용소 비율 나눗셈

전체-부분 측정 분배

[그림 15] 분수 개념과 모델의 표상·표현 관계

Ⅳ. 한국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분수의 개념과 모델에 관련된 몇몇 쟁점에 

관한 분석적 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타나는 분수의 개념과 모델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분수 관련 내용에 내재되어 있

는 몇몇 모순점 혹은 비일관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지도 순서

분수의 개념과 모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2007 교과서의 지도 순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부분 모델(2-2):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의 3입니다.

② 작용소(3-1): 분수만큼을 알 수 있어요. 8의 3/4을 알아봅시다. 4는 20의 얼마입니까?

③ 분배모델(5-2): 수조에 담긴 2L의 물을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릇 3개에 똑같이 나누

어 담았습니다. 그릇 한 개에 담긴 물의 양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④ 나눗셈(5-2): 2÷3의 몫만큼을 색칠하고 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⑤ 비율(5-2):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비교하는 양)/(기준량)을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도순서를 대략적으로 고찰한 결과 드러난 특징은 첫째, 측정모델을 다루고 있지 않다

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매우 현저한 특징이며 분수 지도의 중심에 있는 문제

이다. 둘째, 대체적으로 모델을 먼저 다루고 고학년에서 개념을 다룬다는 점이다. 이는 추

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조작을 중시하는 초등교육적 관점과 어

울리는 배치이다. 제 7차 교과서도, 구체적인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지도순서에서는 2007 

교과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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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수의 모델이나 시각화에서 1에 대응하는 양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음

우리나라 교과서는 분수의 모델이나 시각화를 사용할 때, 1에 해당하는 양을 명시하지 

않는다. 우선, 전체-부분 모델을 통하여 분수를 처음 도입하는 장면에서 그러하다[그림 

16].

[그림 16] 2007 교과서, 2-2. 5. 분수

이 정의에 따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전체는 1이 아니다. 분수를 처음 도입할 때는 굳

이 전체를 1로 나타낸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4-1에

서 가분수를 다루는 장면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원 하나가 갑자기 1이 된다. 그 이전에 어

디에서도 원 하나, 정사각형 하나 등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전체를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지

정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슬그머니 1이 된다[그림 17,18,19,20].

[그림 17] 2007 교과서 4-1, 6. 분수

     

[그림 18] 2007 교과서 3-1, 7. 분수

[그림 19] 2007 교과서 4-1, 6. 분수

      
[그림 20] 2007 교과서 5-1, 3. 분수의

덧셈과 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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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전체-부분 모델로 분수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1에 해당하는 양을 지정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 7차 교과서에서는 2007 교과서와는 달리, 분수의 덧셈을 시

작하는 지점에서는 1에 해당하는 양을 명시하고 있다[그림 21]. 아마도 분수의 덧셈을 하

면 진분수를 넘어서 가분수가 생겨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분수를 정의하

기 이전에 1에 해당하는 양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가 지정된 이후에 단위분수의 

중첩에 따라서 n
n
=1임을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문제의 완전한 해소는 되기 어렵다고 본

다.

[그림 21] 제 7차 교과서 4-나, 1. 분수

 

[그림 22] 2007 교과서 4-1, 7. 소수

2007 교과서가 1에 해당하는 양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부분 모델의 정신에 충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전체-부분 모델을 [그림 

7] 뿐만 아니라 [그림 1]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6)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볼 때, 

그 차이는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연속량인가 이산량인가의 차이일 뿐이다.

구체적인 조작을 통하여 이산량을 등분할하고, 등분할된 양을 분수로 나타

내게 한다. 2학년에서 학습한 연속량의 등분할로서의 분수의 의미를 바탕으

로, 3학년에서는 이산량을 등분할하고, 등분할된 양을 분수로 나타내게 한다. 

등분할된 양을 분수로 나타낼 때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87).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그림 7]과 [그림 1]을 전체-부분 관

6) 이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그림 1]을 같은 부류로 보지 않았으며, 전자는 전체-부분, 후자는 작용
소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전자와 후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후자와는 달리 전자에서의 전체는 수치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질적인 전체(qualitative 

whole)이기 때문이다. 둘째, 후자에서는 20개중의 8개를 


이 아닌 

로 나타낸다. 주어진 것은 

20개의 분리된 낱개이지만, 학생은 전체를 5등분하고 그 중 2조각을 모으는 새로운 조작을 추가

로 수행해야만 한다. 반면에 전자에서는, 


 경우, 전체에 해당하는 도형이 20등분되어서 제시

될 것이고, 학생은 그중에서 단지 8칸을 색칠하고 


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20등분된 전체

를 다시 5등분하고 그 중에서 2조각을 모으는 조작을 추가로 행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을 

로 

나타내어야 하는 일도 없다(물론 훨씬 뒤에 동치분수를 배울 때는 전체-부분 그림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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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는 관점에서, 혹은 등분할 분수라는 관점에서 같게 본다는 사실이다(홍은숙 외, 2008).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다고 할 때, 만약 (전체)=1로 놓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2학

년에서 다루는 연속량의 등분할의 경우, 전체는 하나의 도형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1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물론 반드시 1이 되어야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

다). 하지만, 문제는 3학년에서 다루는 이산량의 등분할의 경우에 있다. 그 경우 분할의 대

상이 되는 전체는 ‘사탕 20개’ 라든가 ‘바나나 18개’ 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1로 지정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을 것이다. (사탕 20개)=1, (바나나 18개)=1은 모순이 아닌가? 이러한 

연유로 2007 교과서에서 1에 해당하는 양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한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Dewey는 수학에서 (1미터)=(100센터미

터), (1피트)=(12인치), (1아르)=(100m ) 임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고정단위’ 관점만 벗어난다면 아무런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19 피트=228 인치=


야드=


로드임을 알고 있다. 즉 네개의 전

혀 다른 수가 서로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정된 단위 방법으로 훈련되어져 

온 아동에게는 전혀 무의미하게 보이는 결과이다. 오직 수는 가치를 규정하

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관점만이 그러한 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한

다. 단위는 고정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측정(가치판단)

의 단위, 어떤 전체나 단일체를 측정함에 있어서 ‘하나’로서 택해진 것이 

어느 만큼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다(Dewey, 1895, p.131).

2007 교과서의 어떤 장면에서는 1에 해당하는 양을 인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그림 22].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한 이유는, 아마도 자연수를 배울 때, [그

림 22]는 백모형으로 불렸으며 100에 해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학교과는 비록 초등학교 수준일지라도 그 통일성과 구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다. 교과서에서 1에 해당하는 양을 지정할 때, 어떤 이유와 근거로서 그것이 1이 되어야하

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은 채 임시변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장차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그 개선책은 분수지도에서 측정모델을 보다 명시적으로 도입하는데 있다고 본다. 측정

모델을 명시적으로 도입한다면, (단위량)=1을 통하여 어떤 양이 1이 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수직선은 측정모델의 최적의 시각화이므로, 수직선의 사용 또한 근거를 획

득하게 될 것이다.

3. 측정 모델의 암묵적인 사용 혹은 기피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측정모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면에서 측정모델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7) 우선 가장 두드러진 곳은 가분수와 대

분수를 다루는 곳이다[그림 23].

7) 분수 n


이 왜 단위분수인가? 그것은 측정모델을 통해서만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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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07 교과서 4-1, 6. 분수

이 시각화는 전체-부분 모델의 시각화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전체-부분 모델에 충실하다

면, 이 그림이 나타내는 분수는 전체를 9로 나눈 것 중의 7이로서 

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 그림은 측정모델의 시각화이다. 사각형 하나가 일차 단위로서 1에 해당하며 그것을 

3등분한 한 조각이 이차 단위임을 뜻한다.

2007 교과서에서는 0과 1사이의 수직선을 수막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보다 

큰 수치가 기재된 수막대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직선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측정모델의 암묵적 사용에 해당한다[그림 24,25].

[그림 24] 2007 교과서 4-2, 1.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림 25] 2007 교과서 5-2, 2. 분수의 나눗셈

측정모델과 관련하여 2007 교과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분수의 곱셈

과 나눗셈에서는 가급적 측정모델의 사용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이미 4-2에서 넓이 개념

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5-1에서 분수의 곱셈을 지도할 때 넓이라는 측정개념을 전적으

로 사용하기를 기피한다.

[그림 26] 2007 교과서 5-1, 4. 분수의 곱셈

     
[그림 27] 2007 교과서 5-2, 2. 분수의

나눗셈,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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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에서는 넓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면서도 그 직사각형의 변은 측정치로 표시하지 

않는다. 물론 자연수 넓이만 배웠고, 변의 길이가 
 m와 같은 분수 측정치를 가지는 직사

각형의 넓이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라면, 넓이라는 용어조

차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분수 개념을 모두 배웠다면, 변이 분수 측정치

를 갖는 것이 풍부한 의미로서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과서의 이 문

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사고 과정은 변에 분수 측정치를 부여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물론 2007 교과서에서 
 m와 같은 분수 측정치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5-2의 

제 16쪽에서 처음 도입되기는 한다[그림 27].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측정모델이 아닌 분배

모델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즉 측정모델의 사용이 회피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측정모델이든 분배모델이든, 분수 측정치가 도입되었다면, 이후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것은 사용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있는 방향이 견지되지 않는다[그림 28,29,30].

[그림 28] 2007 교과서 5-2, 2. 분수의

나눗셈

     
[그림 29] 2007 교과서 5-2, 2. 분수의

나눗셈, p.20

[그림 30] 2007 교과서 5-2,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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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에 이르러 나눗셈을 지도하는 단원에서도 측정모델에 대한 기피는 계속된다. 처음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터를 붙인다면 더욱 의미가 풍부해

지며,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8) 그러하지 않고, 순수한 분수로만 설명한다

[그림 31]. 그러다가도 단원 마지막의 연습문제에 제시된 문장제 속에서는 분수 측정치가 

다양하게 등장한다[그림 31,32].

[그림 31] 2007 교과서 6-1, 1. 분수의

나눗셈, p.6

   

[그림 32] 2007 교과서 6-1, 1. 분수의

나눗셈

4.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나눗셈의 도입

초등수학에서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나눗셈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분수

를 배우고 난 4학년 이후부터는 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관계를 다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 상이한 방향이 있다.

첫째,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나눗셈의 정의와 분수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방향이다. 

다시 말하면 분수를 자연수의 등분제 나눗셈의 확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2÷3 은 피자 

2개를 3 사람에게 나눌 때 한 사람이 받는 양으로 정의할 수 있고, 동시에 이것을 분수 



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향은 나눗셈으로서의 분수 개념과 분배모델을 중심에 

두게 되므로 

=2÷3 이라는 나눗셈 개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식불역의 

원리에 따른 자연수의 확장으로서의 분수, 자연수의 나눗셈의 확장으로서의 분수라는 장

점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취하고 있지 않다.

둘째,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나눗셈과 분수가 서로 무관하게 별도로 정의된 다음, 

그 후에 그 둘이 같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2007 개정까지 역대 모든 

교과서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2÷3과 같은 나눗셈은 자연수의 등분제 나눗

셈을 확장을 통해서, 분수와 무관하게 정의된다. 4÷2 는 피자 4개를 2사람에게 똑같이 나

8) 제 7차 교과서에서는 이 장면에서 m 단위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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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줄 때 한 사람이 받는 양으로 정의하였듯이, 2÷3 은 피자 2개를 3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줄 때 한 사람이 받는 양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의된 2÷3이 이미 다른 방

식으로(전체-부분 모델을 통해서) 정의된 분수 

와 같음을 확인한다[그림 27].

우리나라 역대 교과서가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나눗셈을 다루는 방식에서의 보여주

는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2÷3=

가 아니라 (2÷3의 몫)=


이라는 방식으로 

진술한다는 점이다[그림 34].  단, 제 7차 교과서는 예외이다. 거기에서는 (2÷3의 몫)=


이 아니라 2÷3=

 이다[그림 35].

[그림 33] 2007 교과서 5-2, 2. 분수의

나눗셈

      [그림 34] 제 7차 교과서 5-나, 2. 분수의

나눗셈, p.25

(2÷3의 몫)=

와 같은 방식은 논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인다. 첫째, 2=3×0+2으로

부터 2÷3의 몫이 0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일반화하면 7÷3의 몫은 

이 될 

수 있는데, 7÷3의 몫은 2이기 때문에 2=

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5. 분수배의 암묵적 사용 혹은 기피

앞서 분수의 개념 중의 하나인 작용소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다. 작용소로서의 분수는 

일상적으로는 ‘~의 

’ 혹은 ‘~의 


만큼’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의 정확한 수학적인 

의미는 ‘

배’이다. 예를 들면 ‘90명의 


가 60명’이라면, ‘90명의 


배는 60명’이

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미에서 ‘

배’는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수의 개념에 기

초한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배 개념에는 반드시 증가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2배, 3배, 곱절, 갑절, double, triple, two times, three times, … 이렇듯 자연수 범위에서의 

배 개념, 즉 일상적인 배 개념은 증가하고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분수와는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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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따라서 

배와 같은 분수 배 표현은 불가하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이러한 배의 개

념을 분수까지 확장시킨다.9) 그것은 유클리드 평면 위에서의 확대 혹은 축소 사상이 되며, 

그것을 작용소(operator)라고 부른다(김수환 외, p.83).

이러한 배개념으로서의 분수 개념은 분수의 곱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9×


를 9의 


배로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연수에서의 곱셈 개념은 동수누가의 개

념이었다. 즉 4×3은 4를 3번 더한 것이다. 하지만 

번 더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동수누가의 의미를 통해서는 9×

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요컨대 분수 곱셈의 의미는 동수

누가가 아닌 배 개념이어야 한다.

작용소로서의 분수는 초등수학의 문장제 속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배로 제

시될 수도 있지만, ‘~의 

’, ‘~의 


만큼’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한다[그림 1,2]. 이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의 의미로 이해하고 종국적으

로 곱셈 ×

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2007 교과서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

난다. 5-1에서는 ~의 

는 ×


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35].

[그림 35] 2007 교과서 5-1, 4. 분수의 곱셈

    
[그림 36] 2007 교과서 5-1, 4. 분수의

곱셈

9) 배 개념을 분수로 확장하는데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자연수에서의 배 개념은 늘 증가

하는 곱절, 갑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은 

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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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배와 같다고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3과 

1/4에 대하여 3에 대해서는 배를 붙이지만 

에 대해서는 배를 붙이지 않는다[그림 36]. 

즉 분수배의 사용을 기피한다.

하지만 지도서 5-1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진술은 분수배를 가능하다는 듯한 뜻을 풍긴

다.

‘어떤 수의 몇 배’는 수학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수)×(몇)으로 써왔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6×

은 6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 

통상 몇 배라고 하면 본래의 수보다 더 많아짐을 의례적으로 생각하지만 분

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더 작아진다. 하지만 몇 배라 하여 그 결과가 

꼭 많아지거나 커져야 하고 작아지면 안된다는 단정은 없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5-1, p.192).

이러한 지도서의 긍정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5-1의 4. 분수의 곱셈 단원에서 곱셈 알

고리즘이나 의미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익히기의 문장제 속에서도 분수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5-2에서 비와 비율 단원에서는 본문 중에서 갑자기 분수배가 사용된다[그림 3].

[그림 37] 2007 교과서 6-1, 1. 분수의 나눗셈

6-1의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 이르러서도, 분수 나눗셈의 의미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수배의 사용은 기피되며 익히기의 문장제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10) 하지만 

10) 제 7차 교과서도 분수배 사용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2007 교과서보다는 분수배를 자

주 사용한다. 5-가에서 “민수는 혜원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나

에서 “1의 

배는 얼마입니까?”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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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마지막의 탐구활동에서 갑자기 다룬다[그림 37].

요컨대 2007 교과서에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분수배의 사용은 

일관성이 결여된 혼돈된 상태라고 보여진다. 3-1에서 작용소 개념을 통하여 분수를 도입

하였으나, 이후 작용소 개념의 본질인 분수배개념을 불명료하게 다룸으로써 배개념을 통

해서만 이해가 가능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다루는 단원에서조차도 분수배 개념을 기

피한 결과를 가져왔다.

Ⅴ. 결   론

분수는 여러 개념과 모델을 가지면 이들은 서로 도와 하나의 통일된 분수를 완성한다. 

어느 하나의 개념이나 모델이 독자적으로 분수의 모든 개념과 사칙계산 알고리즘을 종합

적으로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더구나, 전체-부분 모델과 측정모델의 경우는 서로 상충되기

도 한다. 이러한 분수의 다면적인 성격은 초등수학에서 분수 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학생의 분수 이해에 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분수의 이러한 특성을 음수와 견주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그 자체의 존재성을 

가지는 수로 인정받은 과정에서, 음수 개념은 ‘없는 것보다 작은 양’이라는 측면이 근

원적인 수개념과 충돌을 일으킨 반면, 분수 개념은 적어도 그 정도의 갈등은 없었으나, 개

념이나 모델의 다양성과 제한성 그리고 상호 모순이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음수와 닮아

있다고 보여진다. 우정호(1998)에 따르면, “음수의 모든 대수적 성질을 일관성 있게 만족

시키는 직관적인 모델을 찾기 힘들다는데 음수 지도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Freudenthal은 음수를 다음과 같이 형식불역의 원리에 따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 음수와 음수의 연산을 형식적으로 다루면 부호 법칙과 대수적 성질을 명확하게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음수 지도 모델이 음수의 모든 대수적 성질을 일관성있게 설명하

지 못하며 결함이 있다고 하여 음수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외면하고 형식적 측면만을 주

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직관적인 음수 모델은 음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시

화하므로 음수 지도는 직관적 방법과 형식적 접근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음수 지도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분수 지도상의 난점, 즉 통합된 단일한 분수 개념의 

형성 및 분수 알고리즘의 유의미한 지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분수의 개념과 계산에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비록 초등수학이라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다하여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분수 지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둘째, 개념이나 모델은 다양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빚어낼 분수는 ‘통합된 하나의 분

수’이어야만 한다. 분수의 어떤 모델이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분수의 전체

(사칙계산까지)를 다 구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셋째, 분수가 가지는 다양한 개념과 모델을 분명히 변별하고 그 도입 시점을 가부간 명

확히 함으로써 암묵적인 사용 혹은 애매모호한 사용 혹은 비자각적인 사용을 개선해야 한

다. 전체-부분 모델과 측정모델처럼 서로 상충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 순

서와 도입 시기 등의 배열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이미 학습한 자연수의 개념 그리

고 자연수 나눗셈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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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Dewey가 주장한 것처럼 측정모델을 지배적인 모델로 삼고 그것을 분수지도에 중

심에 두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의 측정모델 사용은 개선이 필요

하다. 측정모델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하고 그 사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분수의 곱

셈과 나눗셈의 설명이 보다 유의미하게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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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Aspects of Concepts and Models of Fraction Appeared in 

Korea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Kang, Heung Kyu11)

 

In this thesis, I classified various meanings of fraction into two categories, i.e 

concept(rate, operator, division) and model(whole-part, measurement, allotment), and 

surveyed appearances which is shown in Korea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Based on this results, I derived several implications on learning-teaching of 

fraction in elementary education.

Firstly, we have to pursuit a unified formation of fraction concept through a 

complementary advantage of various concepts and models

Secondly, by clarifying the time which concepts and models of fraction are 

imported, we have to overcome a ambiguity or tacit usage of that.

Thirdly, the present Korea’s textbook need to be improved in usage of 

measurement model. It must be defined more explicitly and must be used in 

explanation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algorithm of fraction.

Key words: concept of fraction, model of fraction, rate, operator, division, whole-part, 

measurement, allo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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