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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한 단위 사용에서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1)

강 정 기 (창원남산중학교)

정 상 태 (사천동성초등학교)

노 은 환 (진주교육대학교)✝

수치와 단위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단위는 수

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에는 단위가 포함되는데, 문제해결 과정에

서 관찰된 학생들은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

교 6학년 2개반 52명을 대상으로 검사지를 투입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들에게도 역시 단위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일 뿐, 단위를 연산의 의미 이해와

연결 짓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대로 기존의 교수학적 변환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

고,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측면에서 단위가 갖는 이점을

고찰해 봄으로써 상황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 단위가 갖는

효력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단위 연산 가능성을 허용한 교

수학적 변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시사점을 제안함으로

써, 교수·학습에서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실

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역사적으로 수학은 항상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발

달해 왔고(김성숙, 2005), 수 개념이 실재하는 양을 추

상하여 생겨난 것임을(정은실, 2010) 고려한다면 수치

에 단위가 붙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 수는 ‘5’라고 표현하지 않

고 ‘5명’이라고 표현하며, ‘100 달리기’가 아닌 ‘100m

달리기’로 표현한다.

그러나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대부분 추상화하여

얻어진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연수 ‘3’의 개념은 세

사람, 자동차 석 대, 책 세 권 등 원소의 수가 3인 집

합 각각에 대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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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집합의 크기라는 동질적인 속성을 뽑아낸 개

념이다(강문봉 외, 2005). 이러한 수학의 추상성은 수

의 본성만을 남기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수치 고유

의 성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즉, 수학의 발달은 단위

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해 왔다(노은환, 강정기, 정상태,

2014).

그렇다면 단위로부터 독립을 추구해 온 수학의 발

달은 과연 교수․학습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반영되어

야 하는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數)의 집

합에 구조를 불어 넣게 되는 연산을 고찰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수에서 연산은 따로 떼어 논의할 수 없

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라는 대상은 연산을 통해 조작되고 변형된다. 예

를 들어 ‘사과 5개와 사과 8개의 합은 몇 개인가?’ 라

는 질문이 있을 때 5+8=13의 결과를 토대로 ‘사과 13

개이다’라고 답할 수 있다. 수와 연산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수를 대상으로 한 연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연산의 수행 절차와 그 이유에 대한 것이며,

후자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것으로 연산 결과의 의미를

상황과 결부지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분모

분수의 덧셈에 대해 그 절차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

은 과정적 측면의 지식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

된 연산 결과가 갖는 의미를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하

는 것은 결과적 측면의 지식이다.

연산 수행이라는 과정적 측면에서 단위는 수치에

부가된 부차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0.23cm+1.45cm에서 단위는 연산 수행에 별다른 도움

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은환·강정기·정상태

(2014)는 수치에 지나치게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면 연

산 결과의 의미 이해 결여라는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

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수치에 부가된 단위에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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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은실(2010)도 문

장제 해결 과정에서 수로 된 식만을 쓸 것이 아니라

단위를 붙인 식을 사용하여 양적인 추론에 도움을 제

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산 결과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문

장제 또는 실생활 문제 해결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테면, ‘한 병에 


씩 들어 있

는 우유 10병을 


씩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컵은 몇 개 필요한가?’라는 문장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산 결과의 의미를 올바르

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음에 답

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 


의 연산을 선

택하여 오류없이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 


가

적절한 것인지, 


÷ 


×가 적절한 것인지 아니

면 다른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단위에 주목하여 연산의 결과

를 음미하게 되면, 적합한 연산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 단락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

결하는데 있어 


×÷ 


이라는 식에 단위를 부

가하게 되면  


병× 병 ÷ 


컵이 된다. 단

위에 주목하여 괄호 안을 연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1

병당 


의 양이 10병 있으므로 연산 결과인 5는 

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수행되는 ÷




컵은 의 양을 1컵당 


씩 나누라는 의미이

므로 연산 결과인 7은 ‘컵’의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위가 연산 가능한 특성을 지니도

록 정의된다는 노은환·강정기·정상태(2014)의 연구결과

에 따른다면 


×÷ 


의 단위 연산 결과는

(병×병)÷컵컵이 된다. 이러한 단위 연산의

가능성 허용은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를 돕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 교과서는 단위가 갖는 개념적 특징 지도

에 주력함으로써, 단위 연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단위넓이 는 가로, 세

로가 각각  , 인 정사각형의 넓이로써 정의되

고 있으며, 직사각형의 넓이는 단위넓이를 채워가는

경험적 활동에 기반하여 제시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1b). 그러나 단위의 표면적 특성으로 인한 연산

가능성 ×   이 허용된다는 증거는 어디에

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단위의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단위 연산 가능성의 이점을 십분 활용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위

연산의 가능성을 허용함으로써, 연산 결과의 의미 이

해를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산의 결과적 측면에 주목하여 학

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생 인식을 확인

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등 교과서에서 연산과 단

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교수학적 변

환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

산 결과의 의미 이해 측면에서 단위가 갖는 이점을 다

양한 예시를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상황과 관련한 해

석에 있어 단위가 갖는 효력을 구체화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위 연산 가능성을 허용한 교수학적 변환

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교수·학습에 실

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문

제 1, 2, 3, 4는 각각 Ⅱ, Ⅲ, Ⅳ, Ⅴ장에서 다루고자 한

다.

Ⅱ. 연산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이해 조사

1. 연구 방법

본 절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을 제

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두 학급의 학생 반응에 대한

조사와 그 중 일부를 면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가. 검사 문항

연구자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5년간 연속해서 6학년

학생을 지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학생들의

문제해결 기록지가 본 검사 문항 개발의 밑거름이 되

었다. 구체적으로, 2014학년도에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한 단위 사용에서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233

는 학반의 한 학생이 문제집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위가 포함된 문제2)를 문의한 적

이 있었다. 연구자는 해당 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중 해당 문제 상황에서 어

느 것이 먼저 와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자는 2013학년도에

도 유사한 문제에서 오류를 범한 학생이 있었음을 떠

올렸고, 해당 학생의 기록지3)를 검토한 결과 넓이()

와 페인트의 양( )에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순서에서 범한 오류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자는 이 두 학생의 사례를 통하여, 학년과 소속 학교

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였음

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부터 연구자는 연산 결과의 의

미 이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나누어지

는 수와 나누는 수가 서로 바뀌는 상황을 검사 문항에

포함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교과서에 제

시된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넓이 단위인 와, 들

이 단위인 를 사용함으로써 단위의 생소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수치의 측면에서는 자

연수를 배제하고 분수를 이용함으로써 자연수의 어림

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는 연구 대상자의 시도를 사

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상황과 3개의 세부 문항을

포함하는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검사 문항

에서는 3개의 문항에 수와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


×


 ’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상황에서 제시하는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인식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을 대

상으로 사전 투입해본 결과, 제시된 계산식에 부가된

2) 이00 학생이 질문해 온 문제 : 가로가 


이고, 세로가

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의 물을 고르게 뿌렸

습니다.  의 꽃밭에 뿌린 물은 몇 인 셈입니까?

3) 박00의 기록지에 있는 문제 : 가로가 


 , 세로가 




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칠하는데 


의 페인트가 필요합

니다. 의 벽을 칠하는 데 필요한 페인트는 몇 입니까?

단위를 보고 논리적 근거 없이 그대로 옮겨 쓰는 문제

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

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

단하에 단위를 제외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검사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에는 문항의 제시된 상황이 일반적으

로 통용될 만한 상황인지, 상황과 제시된 문항에서 오

류는 없는지, 지나치게 생소한 문항은 아닌지, 문항에

기술된 내용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신뢰도

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 문항을 만들기 함이었으며 검

사 문항은 아래와 같다.

상황. 가로가 


 , 세로가 


인 직사각

형 모양의 벽을 칠하는데, 


의 페인트가

필요하다.

(1) 


×


을 계산하고, 위 상황에 맞추어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2) (


×


)÷ 


을 계산하고, 위 상황에

맞추어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3) 


÷ (


×


)을 계산하고, 위 상황에

맞추어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검사 문항은 (1), (2), (3)의 세부 문항을 포함한다.

결과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은 직사각형 모

양의 벽의 넓이가 


임을 나타내고, (2)와 (3)은

각각 ‘로 칠할 수 있는 벽의 넓이가 




(


 )’, ‘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의 양

이 


 (


 )’ 가 된다.

특히 문항 (2)와 (3)은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의 위치만 다른, 쌍을 이루는 형태의 문항이므로 앞서

제시된 문항이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하기 위해 검사지의 각 장에 한 문항씩만을 배치하

여 총 3장으로 검사지를 제작하였고, 한 문항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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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나면 수거한 후 다음 문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절반에는 검사 문항

(1)-(2)-(3)의 순으로 제시하고, 그 나머지 절반에는

(1)-(3)-(2)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이는 (2)와 (3) 중

특정 문항이 먼저 제시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연구 결과에서 이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에서였

다.

나. 연구 대상

연구자는 사칙연산에 관한 전반적 학습이 이루어진

학생이 연구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

라서 연구 대상자는 6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선

정된 이들은 경남 사천의 D초등학교 두 학급에 소속

된 52명의 학생들이다. 이들은 남·여가 고르게 분포된

일반 학급의 학생이며 자연수, 분수, 소수의 사칙연산

을 충분히 학습한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자 52명 중 일부는 연산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하였으며, 이들은 제출된 기록지를 통해 분류된

A, B, C, D, E의 다섯 그룹에 포함된 학생들이다. 각

그룹의 분류 기준과 면담자 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룹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그룹별

인원

면담 대상자
선정 인원
(면담 대상자
명명)

선정
기준(1) (2) (3)

A ○ ○ ○ 2 2 (SAA, SAB)전원 선정
B ○ ○ × 3 1 (SB) 각 그룹별

임의 추출
C ○ × ○ 5 1 (SC)
D ○ × × 27 1 (SD)

E × × × 15 0
선정하지
않음

계 5

[표 1]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기반한 분류 기준 및

면담 대상자 선정

[Table 1] interviewee selection and classification standard

based on recognization in the meaning of calculation

results

면담 대상자는 총 5명으로 A그룹만 2명 전원을 선

정하였고, 나머지 3그룹의 대상자는 임의로 1명씩 선

정하였다. 또한 연산 결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한 E그룹은 면담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면담을 수

행하지 않았다. A그룹의 2명 전원을 면담 대상자로 선

정한 것은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연산 결과의 의미

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를 고려하여, 이들의 연산 결과

의미 이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이들의 면담 내용을 용이하게 기록하고자 각

면담 대상자들을 각각 SAA, SAB, SB, SC, SD로 명

명하였다.

다.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자는 학생들이 단위가 포함된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으로부터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연구 동기로부터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검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작성

한 검사 문항은 수정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투입하

였고, 이를 회수하여 분석한 후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

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대상자와 면담하였으며, 학생이

기록한 내용과 면담 내용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

하였다. 공동연구의 장점을 살려 연구를 수행하는 대

부분의 과정에서 의논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질을 높

이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구체화, 검사문항 작성 및 검토, 검사 문항 기록지 분

석, 면담 대상자 선정, 면담내용 분석, 연구결과 도출의

각 항목마다 논의하였다.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대한 학생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 2014년 9월 30일 자율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52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검사 문항을 적용하였다. 적

용한 검사 문항은 작성이 끝난 후 회수하였으며, 이

중 5명을 면담하였다. 연구자는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인당

평균 면담 시간은 10분 가량이었다. 연구자는 학생의

응답을 주의 깊게 듣고 면담 기록지에 기록하였으며,

기록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보의 재해석

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스마트폰의 음성녹음 기능

을 이용하여 전 과정을 녹취하였다. 이와 같은 면담

내용은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로 이용되었다.

면담을 위한 발문은 학생이 기록한 결과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게 무슨 말이니?’, ‘왜 이

렇게 생각하니?’와 같이 연구 문항에 주어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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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학
반

성명

연산 수행 및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세부결과 분석

1

연산

1

의미

2

연산

2

의미

3

연산

3

의미

문항 1

(=


 )

문항 2

(


 =


 )

문항 3

(


 )

3 6-1 김00 × × × × × ×

똑같이 페인트에




을 곱하면

된다.

=






는 직사각

형 넓이가 일때

사용되는 페인트의

양

4 6-3 김00 ○ ○ × × ○ ×

… =



이 답이
의미하는 것은 :

넓이




×


 


÷ 






이 답이 의미하는 것은 :
시간

=


이 답이

의미하는 것은
넓이

[표 2] 자료 분석을 위한 기록지의 일부

[Table 2] Some part of recording paper for material analysis

다시 한 번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수행하는 면담은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서 단

위의 이용 유무가 주된 관점이 된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면담하는데 있어 단위를 언급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의도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질문하는데 있어(예를 들어 


대신) ‘이 것’, ‘그 것’,

‘그 생각’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면담의 중립성

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라.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산 수행과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두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산 수행은 각 문항에

대하여 그 결과값이 정확한지에 관한 것이고, 연산 결

과의 의미 이해는 도출한 결과값이 의미하는 바를 정

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 문

항에 대하여 이와 같은 두 측면을 반영하여 기록지를

제작하였으며, 이 기록지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한 밑바탕이 되었다. 기록지는 번호, 학반, 성명, 각 문

항별 연산 수행 및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각 문항별

학생 반응을 기록하도록 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

은 [표 2]와 같다.

기록지 분석에서 연산 수행은 결과값이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연산 결과의 의미

의 이해에서는 연산 수행 결과값과는 별개로, 그 의미

에 초점을 두어 채점하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경

우, 문항 (1)에서 


×





 


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


은 가로가 


세로가 


인 직

사각형의 넓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경우 연산 수행에

서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로, 결과의 의미는 올바로

이해하였으므로 ○로 채점하였다. 즉, 한 현상에 대하

여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또한 문항

(1)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 됨을 뜻하지만,

넓이를 뜻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넓이 단위인

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2)와 (3)에 대하여 넓이 단위인 를 기

록하지 않은 일부 답안들은, 문항 (1)의 결과를 살펴본

후 넓이를 뜻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문항 (1)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뜻한다고 답한 학생이 문항 (2)에 대하여 ‘에




만큼 칠할 수 있다’로 기록한 경우가 해당된다.

학생들의 기록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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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  ,  로 기록하거나 이와 완전히

동일한 뜻으로 풀어서 쓴 학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학생은 기록된 단위에서 약간의 오

류가 있기는 하였으나 매우 특별할 만큼 정답과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한 학생은 문항 (1)의

결과를 기록하는데 있어 


를 


로 기록

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2)와 (3)의 결과에서도 동일

하게 단위에서만 오류를 범하였을 뿐 기타 내용에는

오류가 없었다. 또 다른 학생은 문항 (3)에서만 단위

을 로 쓰는 오류를 범하였고 문항 (1), (2), (3)에

서 기타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들이 비

록 오류를 범하였으나 문항 (1), (2), (3) 의 결과를 기

록한 맥락과 타 학생들의 기록한 내용과 비교할 때 이

들이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내

리기는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단위를 정확하게 기록

하는 것, 또는 풀어 쓰는 것이 생소하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이 두 학생의 반응은 사칙연산 오류와 같이 중

대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면담 자료의 분석은 면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

구자가 작성한 필드 노트가 주된 분석원이 되었다. 자

료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는 연구 대상자가 연산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

였는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단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이

다. 연구자는 필드 노트에 기록된 내용에서 위 두 가

지 초점과 관계된 부분을 잠정적인 항목으로 삼고, 이

를 재검토하여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을 핵심 범주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반영된 면담 내용

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된 핵심 범주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2. 연구 결과

가. 양적 측면에서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정도 분석

연구 대상자 52명 중 각 연구 문항에서 연산 수행

과,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관한 도수와 정답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문

항

연산 수행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정답

인원(명)
비율(%)

정답

인원(명)
비율(%)

(1) 43 82.69 39 75

(2) 29 55.77 5 9.62

(3) 32 61.54 7 13.46

[표 3] 연산 수행과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관한 도

수와 정답율 (N=52)

[Table 3] The frequency number and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calculation execution and recognize

meaning of calculation results (N=52)

[표 3]에서는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연산 수행과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결과가 많은 차이

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산을 수행하는

학생의 비율은 문항 (1)이 82.69%로 상당히 높게 나타

났고, (2)와 (3)도 역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올바른 연

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는 문항 (1)이 75%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을 뿐, 문항 (2)와 문항 (3)은 각각 9.62%, 13.46%

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성공적으로 연산을 수행한 학생의 비율과,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한 학생의 비율 차이이다. 문항 (1)

의 연산 수행과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성공한 학생

들은 7.69%의 차를 보이는 반면 문항 (2)와 (3)은 각각

46.15%, 48.08%로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특히 문항 (2)와 (3)에서 연산은 올바로 수행할 수 있

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구자는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서 개개인

의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는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서 보이는 개인별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결과는 동일한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그룹으로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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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문항별
채점결과

그룹별 인원

(명)
비율 (%)

(1) (2) (3)

A ○ ○ ○ 2 3.84

B ○ ○ × 3 5.76

C ○ × ○ 5 9.61

D ○ × × 28 53.85

E × × × 14 26.92

계 52 100

[표 4]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관한 그룹별 정답 인

원 및 비율 (N=52)

[Table 4] The number of people and ratio, selected

correct answer of recognize meaning of calculation

results (N=52)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항 (1), (2),

(3)의 연산 결과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한 학생은

에 해당하는 2명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의 연산 결과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으나 (2)와 (3)

의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집

단인 D그룹은, 절반이 넘는 에 해당하는 학생

들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의 학

생에 해당되는 그룹 E는 (1)과 같은 단순한 의미조차

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 그룹별 학생들의 주요 반응 분석 및 논의

양적 연구와 더불어 연구자는 분류한 각 그룹에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면담하고, 반응을 분석하였다.

면담을 통해 분석한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다.

(1) 절차적 지식에 의존한 연산 결과의 의미 파악 :

SAA, SAB

A 그룹의 SAA과 SAB는 연구문항 (1), (2), (3)에

대하여 단위의 기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그

외의 오류가 없어 정답으로 분류한 학생들이다. 연구

자는 SAA가 연산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

지, 또한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단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면담을 수행하였

다.

RAA-14) : ([그림 1]의 5)을 가리키며) 이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왜 이렇게 생각했니?

SAA-1 : 이건 페인트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눠

서요.

[그림 1] SAA의 검사 문항 (2)에 대한 풀이

[Fig. 1] SAA's solution of problem (2)

연구자는 SAA-1의 면담내용을 통해, SAA가 연산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페인트 양과 직사각형

의 넓이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AA가 왜 그러한 절차를 활용하였

는지에 대한 생각을 파악해 낼 필요가 있었으며, 구체

적으로 SAA가 연산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단위를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면담

을 이어나갔다.

RAA-2 : 그게 무슨 말인데?

SAA-2 : ([그림 1]의 를 가리키며) 여기에다가

([그림 1]의 를 가리키며) 이걸 나눠서요. 넓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넓이는 그냥 로 생각했어요.

연구자는 면담 내용 중 SAA-2를 토대로, SAA는

나누어지는 수인 페인트의 양과 나누어지는 수인 넓이

를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AA가 제시한 연산 결과의 의미에서

4) 연구자는 편의상 R로 표현하였다. 그 뒤에 붙은 문자는 대

상자의 그룹을 나타내며 ‘-’ 뒤의 숫자는 연구자의 발문 순

서대로 붙인 것이다. 이는 논문 기술에서 면담 내용을 지칭

할 때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며, 예를 들어 RAA-1은 SAA과

의 대화 내용에서 연구자가 첫 번째로 말한 내용이라는 뜻

이다. SAB-2는 SAB가 두번째로 말한 내용이라는 뜻이다.

5) , ,  … 은 내용 진술의 편의상 학생 학습지에 연구자
가 작업하여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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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를 왜 로6) 생각하였는지 그 근거는 대지 못하

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는 SAA가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서 단위를 활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한 연산 결과의 의미에 대한 근거도 명확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SAA가 일

부 내용에서의 근거를 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결한 풀이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로부터, SAA가

유사 문제 해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

었다.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연

구자에게 SAA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였는지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SAA가 연구 문항의 해결에서 이

미 경험한 유사 문제의 절차적 지식만을 기억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유나 근거는 명확하게 제

시하지 못하는 데 반해 결과는 정확히 제시하는 것으

로부터, SAA가 문제해결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SAB는 ‘계산 결과의 의미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학원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

를 여러 차례 해결해 본 경험이 있고, 해결하는 과정

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SAB가 기억하고 있는 유사한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물었으며, SAB의 응답으로부터 그것이 검사 문항과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것은 SAB

역시도 유사 문제 해결의 경험이 검사 문항의 해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자는 SAB의 검사 문항 (2)의 풀이 과정에

서 [그림 2]와 같은 특이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그림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림을 다른

연구대상자의 사례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로

부터 [그림 2]에는 SAB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생각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

는 [그림 2]로부터 학생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확인함

과 동시에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단위

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SAB와

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SAA는 이어진 면담 내용에서 를 써야 하는데 로
잘못 썼다는 내용을 말하였다.

RAB-1 : ([그림 2]를 가리키며) 이 그림은 무슨 뜻

이니?

SAB-1 : 이 그림은 제 마음대로 생각한거고요.... 1

리터가 있으면 몇 제곱미터가 필요하냐고 했을때 쓰는

방법이에요.

RAB-2 : 그게 무슨 말인데?

SAB-2 : (를 가리키며) 뒤에 있는걸... 구해야 하
는걸 먼저 (를 가리키며) 앞으로 넣어준다는 뜻이에
요.

[그림 2] SAB의 문항 (2) 풀이의 일부

[Fig. 2] SAB's some part of solution of problem (2)

연구자는 SAB-2의 ‘구해야 하는 걸 앞으로 넣어준

다’는 표현과 , 의 화살표를 통해 SAB가 연산 결
과의 의미 이해에서 수의 선후 관계를 이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와야 하는 ‘구해야 하

는 것’ 이라는 표현은 검사 문항 (2)의 결과를




 로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

교하는 양인 


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검사 문항 (3)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례로부터, SAB가

기억하고 있는 문제풀이 방법에 의존하는 것과 단위의

연산을 활용하여 연산 결과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

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2) 감각과 우연에 의존한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

SB, SD

SB는 B그룹에 속하며, 해당 그룹은 문항 (1)과 (2)

에 대하여 정답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집단이다. B 그

룹에서 면담한 SB는 문항 (2)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이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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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B의 문항 (2) 풀이의 일부

[Fig. 3] SB's some part of solution of problem (2)

연구자는 왜 [그림 3]과 같이 생각하였는지 SB에게

질문하였는데 SB는 


이 나온 절차를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이 설명을 듣고 절차가 아니라

왜 이러한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재차 강조

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RB-1 :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그림 3]을 가

리키며) 왜 이렇게 생각했니?

SB-1 : 


페인트가 필요하니까요.

(


×





를 가리키며) 이만큼 칠하는데 




가 필요하니까 나누기 


을 하면 이런답이 나올거라

생각했어요.

연구자는 SB-1에서 벽의 넓이를 칠하는데 ‘페인트




가 필요하니까 나누기 


을 한다’라는 인과 관계

가 명확치 않은 구절에서, SB가 연산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RB-2 : 니가 말한 


의 페인트가 필요한 것과 이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SB-2 :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을 가리키며) 이

거를 역수로 고치면 대분수가 되니까.

RB-3 :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SB-3 : 


요.7)

7) 면담 내용에서 SB는 가분수를 대분수라는 용어로 사용하였

다.

RB-4 : (‘에 


만큼 칠할 수 있다’고 쓴 SB

의 기록을 가리키며) 그렇게 하면 왜 이런 의미를 갖

게 되니?

SB-4 : 대분수가 되면 최소한 1보다 많이 나오니까

나누기를 하면.... 역수가 되면 1리터가 된다고요.

SB는 SB-2와 같이 


의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커

지며, 이는 최소 1보다 크기 때문에 연산 결과의 의미

에 를 기록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연구자는 SB가

결과의 의미에서 라는 근거를 이와 같은 비논리적

인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역수를 취하

여 1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떠한 반

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여 혹시 보일수 있는 다른 증

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


÷


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쓰라고 하

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물었으며 SB-5는 이에 대

하여 머뭇거리다가 이것 역시 ‘1리터에 필요한 페인트

의 양’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어찌어찌 하다가’이리 나왔다, ‘그냥

감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였는데, 이는 SB가 기록한 연산 결과의 의미가 감

각에 의존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SB가 문항 (3)

에 대하여 ‘이 문제는 도저히 몰라서 계산만 하다가

포기했다’고 답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D는 문항 (2)와 (3)의 결과 모두 [그림 4], [그림

5]와 같이 페인트 양과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이 내용

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SD에게 왜 이렇게 생각하였

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림 4] SD가 기록한 문항 (2) 결과의 의미

[Fig. 4] SD's record of the meaning of problem (2)'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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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D가 기록한 문항 (3) 결과의 의미

[Fig. 5] SD's record of the meaning of problem

(3)'s result

SD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대지 못하고 ‘계산을 해서 그냥 결과가 나왔다’

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SD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물었으나 SD는 계산하는 과

정만 반복하여 설명할 뿐 별다른 근거를 대지 못하였

다. 또한 중간중간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과 ‘계산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볼 때, SD가

연산 결과의 의미를 기록한 근거는 감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답을 구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SB와 SD는 면담 과정

에서 여러 차례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연구자가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뜻

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절차를 반복하여 말하거나 별

다른 근거를 대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들이

교사와 수학적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검사 문

항의 (1)의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수준을 고

려하여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3) 결과의 미인식과, 예시를 통한 확인 후 연산 결

과의 의미 이해 병존 : SC

SC는 문항 (1)과 (3)에 대하여 정답에 해당하는 그

룹에 속한 학생이다. SC는 문항 (2)의 연산 결과인




를, ‘벽의 넓이와 같은 숫자가 되기 위해 페인트

의 양에 곱해야 하는 수’를 뜻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러

나 여러 차례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기록지에 남아있

었으며, ‘왠지 이거일 것 같아서 찍었다’고 기록한 내용

에서 문항 (2)의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C는 문항 (3)의 계산 결과인 


이 

에 쓰이는 페인트의 양이 나온다고 [그림 6]과 같이

올바르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SC가 어떻게 이러한 결

과를 도출하였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단

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항

(3)에 대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SC의 문항 (3) 풀이의 일부

[Fig. 6] SC's some part of solution of problem (3)

RC-1 :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왜 이렇게 생각

했니?

SC-1 : 페인트 양을 벽 넓이로 나누면 에 쓰이

는 페인트의 양이 나와요.

RC-2 :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니?

SC-2 : 페인트 양에 따르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생

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을 해보니

까 확실하더라구요.

SC는 페인트의 양을 벽 넓이로 나누는 상황을 예로

들어 해 본 후에 결과를 기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특히 SC-2에서는 ‘페인트 양에 따르는 숫자를

예로 들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나누는

수인 페인트 양을 기준으로 벽의 넓이를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SC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역시 단위를 의미의 이해에 활용하는 모습

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연구자는 문항 (2)의 의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SC가 문항 (3)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대하여 SC는 문항 (3)

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며, 문항 (2)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앞의 SAA,

SAB와 동일하게 문제 해결의 경험에 의존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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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을 수행한 5명의 연구 대상자들은 크게 세 부

류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석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은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

는데 있어 단위끼리의 연산은 전혀 활용하지 않으며

(SAA, SAB, SC, SD), 연산 기호의 선후 관계를 통해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SAA,

SAB). 또한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유사 문제

해결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SAA, SAB, SC),

특히 SAA와 SAB는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제시된

수의 선후 관계를 따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도구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도구적 이해가 갖는 한계를 생각한다면, 이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표면적으로 서술된 바에 의하면 연산 결과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각에 의존

하였거나 우연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SB는 문항 (2)의 연산 결과 의미를 올바르게 기록

하였으나,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

지 못하고 감각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

례는, 학생의 생각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술한 내용에

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SD도 역시 자신이 기록한 연산 결과의 의미에 대

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SD가 기록한 내용은 올바른 연산 결과의 의미

와 형식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SB와 SD의 사례는, 주어진 문제에서 어떠

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많은 문제해결 경험으로부터 비

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각에만 의존한 문제

해결이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생

들에게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 연산 결과 의미 이해와 ÷의 연산

결과 의미 이해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연산 결과 의미와 ÷의 연산 결과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자

리만 바뀐 형태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어

려움이 없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SC의 사

례에서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위

에 초점을 맞추어 연산 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유사

문제 해결 경험에 기반하여 연산 결과를 해석하기 때

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SC가 (3)을 해결하

는데 있어 예를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2)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는 예를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다

양한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연산 결과의 의미 이

해를 위한 다양한 상황에 노출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의 논의로부터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위의 연산

을 도입하는 것을 그 수단으로 삼고자 하며, 왜 이러

한 어려움을 겪는지 다음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Ⅲ. 연산에 관한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1. 곱셈과 나눗셈 연산의 초점

수학적 지식이 배경화와 개인화 과정을 거쳐 학교

수학이라는 지식으로 변화하였을 때, 수학 교과서는

이러한 변형된 지식을 담아 간직하는 전형적 방법이

된다. 따라서 학교 수학의 특성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다(김현정·

강완, 2008). 이에 본 절에서는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가 비교적 용이한 덧셈과 뺄셈은 제외하고, 곱셈과 나

눗셈 연산에 관한 초등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10a)에

등장하는 나눗셈은 수치 위주의 연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과서 49쪽에서는 ‘사과 6개’와 ‘한 봉지에 2개

씩’이라는 단위는 무시되고 ÷  이라는 수치로써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단위는 무시되며 수

치 연산에 전혀 부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단위를 고려하여 식을 엄밀하게 설정하면,

′개÷개봉지봉지′ 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봉지에 2개씩’이라는 조건을 ‘2개’로써

다루어서는 안 되며, ‘2개/봉지’로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 측면에서 연산식은 ÷  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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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며, 왜  나누기 가 ‘봉지 수’가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단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 위주의 연산

은 단위를 이용한 해석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 연산에 관한 초등학교 교과 내용은 결과적 측

면에 비해, 연산 수행 위주의 과정적 측면이 주류를

이룬다. [그림 7]은 초등학교 3학년의 곱셈에 관한 교

과 내용(교육과학기술부, 2010a)이며 이 내용에서 생각

열기는, 상황을 제시만 할 뿐 연산 수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 열

기 이후의 활동은 20×4의 값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십진 블록을 활동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런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연산

수행이라는 과정적 측면이 주류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데 이러한 패턴은 이후의 내용 전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학년이 높아지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은 여전히 유지

된다. [그림 8]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교육과학기술

부, 2011b)에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변환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상황의 설정으로부터 도입

되고, 이후 전개는 연산 수행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7] 몇십 × 몇의 곱셈

[Fig. 7] The multiplication of double digit number and

single digit number

[그림 8] 나눗셈을 곱셈으로 변환

[Fig. 8] The convert division to multiplication

문제 해결자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강정기·노은환, 2013).

소통의 견지에 입각해 볼 때, 상황으로부터 산술식을

구하는 능력과 동시에 산술식을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

하는 능력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야

문제 해결자는 상황으로부터 산술식을 생각해 내고,

동시에 자신이 설정한 산술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

미하면서 문제 상황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술식을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할 경

험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편중된 교수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장제의 어려움은 식의 의미를 해석하는 소통 행

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감각적 연산 선택으로

일관하는데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Greer(1994)는 문장제에 사용된 수는 초등 문장제에서

산술 연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곱셈 문장제에서 승수가 정수인 경우

92%의 학생들이 적절한 연산 선택에 성공한 반면, 승

수가 1보다 큰 소수인 경우 71%, 1보다 작은 소수인

경우 53%의 학생들이 적합한 연산 선택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에 따라 선택하는 연산이 다를 수 있

음을 나타내며 학생들이 수치에 의존한 감각적인 연산

선택에 집중함을 보여준다. 즉, 수치에 지나치게 민감

함을 보이는 학생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초등 교과서에서 연산은 단위

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산의 결과적 측면에 비해 과정적 측

면의 내용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과적 측면을 다루는 문제 역시도 문제 상황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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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술식의 값을 구하는 문항이 주류를 이루는바, 산

술식의 상황에 적합한 해석이라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산의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둔 문항 역시 단위는 연산 과정에 등장하는 요소가 아

닌, 연산이 완결된 이후 결과 값에 부가되는 부차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현

교과서는 단위가 갖는 상황 해석의 이점을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을 알 수 있다.

2.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되는 단위 관련 내용의

실태

본 절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단위에 관한 내용

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길이 단위는 넓이

단위와 엄격히 다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

교 4학년 2학기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10b) 73쪽에

등장하는 단위넓이에 대한 정의는 넓이 단위가 길이

단위의 곱에 의해 형성된 종속적 단위가 아님을 분명

히 하고 있다. 노은환·강정기·정상태(2014)에 의하면,

단위 연산은 본질적으로 가능한 성질이 아니며, 연산

이 가능하게 보이는 것은 단위의 개념 정의로부터 기

인한 부차적 성질이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는 단위넓이 정의를 기

반으로 정당화된다. 먼저 대상의 내부에 단위넓이

으로 몇 번을 덮을 수 있는지, 그 횟수로써 직사

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된다. 이후 가로와

세로에 국한하여 덮는 횟수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이

들 도형의 넓이를 측정된 변의 길이를 통해 쉽게 구하

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세로’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그림 9]와 같이 4

학년 2학기 교과서에 제시된다. 여기에서는 가로, 세로

의 길이가 양의 정수가 아닌 유리수나 통약 불가능한

무리수가 아닌 상황이 전제됨으로써, 엄밀한 증명 없

이 ‘가로×세로=직사각형의 넓이’라는 일반화가 진행된

다. 여기서 좌변 ‘가로×세로’는 양의 곱이며, 우변 ‘직

사각형의 넓이’는 단위넓이의 덮는 횟수에 해당한다.

학령 수준을 고려한 경험적 정당화에 해당하지만, 이

는 단위넓이의 개념 정의로부터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

이 유도 가능함을 인식시키려는 교육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9]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 유도와 적용

(교육과학기술부, 2010b)

[Fig. 9] The inducement and application of formula of

rectangle and square area(Ministry of Education nd

Science Technology, 2010b)

이와 같은 넓이 공식 유도는 길이와 넓이를 별개로

취급하는 입장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길이의 단위와 넓

이의 단위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는 현 교과서가 단위넓이의 정의에 기반하여 직사각

형의 넓이 공식을 유도하는 정당화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5학년 1학기 교과서 115쪽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

2011a) 의 단위 역시 와  사이의 관계와

무관한 설정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117쪽에서 이

라는 단위 역시 와  사이의 관계와 무관한 설

정으로 오로지 약속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넓이와 길이가 별개의 대상이라고 해서, 이것

의 단위가 무관한 것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교과서에 정

의된  (  ) 개념의 이면에는

  인 관계를 고려한 설정이 내포되어 있다.

즉, 사실상 ×  × 

이라는 연산이 반영된 개념 정의인 것이다. 이는 

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넓이 단위는 임의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연산의 고려 하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노

은환·강정기·정상태(2014)는 이것을 단위 연산을 가능

하게 하는 연산 정의화(化)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단위 연산의 가능성의 이점을 십분 활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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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면화시키는 방향으로 연산을 조작적으로 정의

하는 것이다. 사실 는 이 아닌 로서 정의

되어도 수학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으로 정의되어도 무방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 정의되는 것은 단위 역

시 연산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다루기 위한 목적

을 지닌다.

이는 비단 길이 단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속력의

단위 역시 ‘속력시간
거리

’이라는 공식에서 단위 연산

이 가능하도록 설정됨으로써 시 , 초 등의

단위가 파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단위는

본질적으로 연산 가능한 대상은 아니지만, 연산 가능

하게 설정됨으로써 연산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다

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단위 연산을 허용하지 않는 교과 지도에 대

한 다음의 의구심이 제기된다. 수치와 상황의 연결을

돕는 역할을 하는 매개 도구인 단위의 연산을 굳이 부

정함으로써,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의 결여라는 문제

점을 간과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결론적으

로 ‘길이×길이=넓이’에 도달하는 만큼 단위 연산 가능

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결

여를 초래하는 것이 적절한가?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의구심 하에 연산의 결과 의미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단위 연산 도입에 주목하여 그 이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Ⅳ.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측면에서 단

위의 이점

본 장에서는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의 측면에서 단

위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

길이 단위와 넓이 단위는 엄격히 다른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질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  와 같은 결과가 성립한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수치 뿐 아니라, 단위에서도 연산 도입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즉, ×  만이 성립하는 것

이 아니라,  ×  의 가능성 역시도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의 연산이 단위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님은 인정하되, 연산 결과

의 의미 이해를 돕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 이점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먼저 단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단위는 단지 수치에 부가된 부수적 요소로서

인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단위는 수치와 대등한 요

소로서 인식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후자의 단위가

갖는 구체성의 이점을 살리자는 관점의 입장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수치 부분은 단위 부분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니며, 단위는 수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실재와 연결로서의 매개 도구로써 인정된다. 따라서

단위 연산의 허용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위의 연산 가능성을 단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양한 연산에 대해서도 결과 해석이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가로가 


 , 세로가 




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칠하는데, 


의 페인트가

필요하다. 의 벽을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의 양

은?’이라는 문장제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에서




×


÷ 


와 


÷ 


×


 중 어느 연산이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 방식에서는 하나는 정답이며, 다른 하나는

답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결과의 해석에서 단위를 포

함하여 생각하게 되면, 두 연산 각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 진다. 전자 


×


÷ 


에서 단위를 부가

하게 되면 


× 


÷ 


인데, 그 결과는

‘ ’이 된다. 따라서 전자는 1L의 페인트로 칠할

수 있는 벽의 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후자




÷ 


×


 에서 단위를 부가하게 되면 


÷




×


인데, 그 결과는 ‘


 ’이 된다.

따라서 후자는 의 벽을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의

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가로가 


 , 세로

가 


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칠하는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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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가 필요하다. 의 벽을 칠하는데 필요한 페

인트의 양은?’ 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상황에

서 요구하는 것을 단위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 ’

가 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단위를 ‘ ’로 맞

추어 생각하면 


÷


×


 


 의

계산에서 


를 도출할 수 있다. 상황을 확

장하여 생각하면 


는 


로 변형하

였을 때 페인트 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크기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로 변형하면 페인트 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양이 된다. 이외에 역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는 것도 가능하다. 


을 역수를

취하면 


이 되며, 이는 의 벽면을 칠하

는데 필요한 페인트의 양이 된다.

이처럼 단위에 초점을 두면 연산 결과에 대한 다양

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수치와 단위를 분절

된 개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

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단위는 공식의 암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리=

속력×시간’이라는 공식은 단위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유도 가능하다. 속력의 단위는 ‘시 ’로, 시간의 단

위는 ‘시’로 설정한 경우 시×시 이며 여기

서 는 거리의 단위가 된다. 따라서

시×시 으로부터 ‘거리=속력×시간’ 공식은

자연스럽게 추측될 수 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공식

만을 암기하려드는 학생에게 단위의 측면에서 공식을

재음미하게 함으로써 공식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강화하

는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단위는 발견한 공식의 검증에도 활용 가능하

다. Polya(1971)는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 공식을 차원

에 의한 검증으로 점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차원에 의한 검증

는 밑면의 반지름, 는 윗면의 반지름, 는 원뿔

대의 높이, 는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라면,

  이다. 이를 차원에 의해

검증해 보면,  · 으로 오류가 발견

되지 않음으로써 이 공식은 차원의 검증을 통과한 것

이다.

이처럼 단위는 연산 결과를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써 그 가치를 지니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구

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Ⅴ. 단위 연산 가능성을 허용한 교수학

적 변환과 지도

교수학적 변환(Didactic transposition)이란, 사용되

기 위한 도구로서의 학문적 지식으로부터 가르치고 배

울 지식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Chevallard, 1988). 따

라서 교육적 의도를 가진 지식의 변형은 어느 것이나

교수학적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강완, 1991). Bosch

& Gascon(2006)은 Chevallard의 아이디어를 반성하여

보다 세분화된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수학자들에 의해 발생한 학문적 지식(Scholarly

knowledge)이다. 학문적 지식은 교육과정 입안자들이

공식적으로 설계한 가르칠 지식(Knowledge to be

taught)으로 변환된다. 다음 이 지식은 교실에서 교사

에 의해 실제로 교수되는 지식(Taught knowledge)으

로 변환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의해 학습되고 이

용될 지식(Learned, available knowledge)으로 변환된

다. 이런 분석적 접근에 입각해 보면 결국 교수학적

변환은 학자나 교사가 아닌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의

인지적 수용이 용이한 형태로 변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수학적 변환에서는 가르칠 지식의 출현이 교수학

적 의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가르칠 지식을 둘러싼 교

수학적 환경은 처음부터 바꾸어지거나 재조성되어야

한다. 지식은 인식론적 투자와 거부의 순환을 통해 전

달되고 구성되므로, 배워야 할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론적 투자와 거부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교수학

적 변환에 있어서 환경 재조성의 기본 원칙이다(김현

정·강완, 2008). 이러한 교수학적 변환의 원칙은 기존

의 교수학적 변환이 학습자의 인식론적 투자와 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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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하지 못할 경우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술하였듯 단위 연산을 허용하지 않는 교수학적

변환 방식은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결여라는 문제점

을 초래한바, 본 장에서는 기존의 교수학적 변환을 재

조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단위 연산의 가능성을

허용한 교수학적 변환을 제안함으로써,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수학적으로도 공리계의 ‘정

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이다(한인기·신현용,

2001; 허학도, 2006). 그렇다면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를 돕는 목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공리계의

정의로써 허용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교수학적 변환

이 될 수 있는가?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정의로 가

르친다면 깔끔한 출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식 이

면에 담겨 있는 비례, 측정, 넓이의 보존성, 가법성, 승

법성, 실수의 정의와 성질, 수체계의 곱의 연산, 극한의

개념, 공간에 대한 수학적 정의 등을 모두 무시한 알

맹이가 빠진 단순한 정의에 지나지 않게 된다(허학도,

2006).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기존의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차원에서 교수학적 변환의 재조정이 이루어

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전면적 재조정이 아닌, 부분적 교수학적 변환

의 재조정을 제안한다. 단위넓이에 의거한 직사각형

넓이 공식의 정당화는 유지하되 단위 연산 가능성을

허용하는 교수학적 변환을 채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수학적 변환에 관한 다음의

단계별 지도를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 단위는 임의로

설정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연산의 고려 하에 설정

된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 예로, 넓이의 단위

은 ‘가로×세로=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공식을 염두

에 둔 설정임을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

위 연산이 단위 고유의 본성은 아니지만,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도 무방함을 인식시키는 것이 이 단계의

과제이다.

2단계에서는 단위에 대한 연산의 해석이 가능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단위의 연산을 고려

하였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야 한다. 이를테면, 은 ‘의 면적에 대한 물

질의 양(L)’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분모에 숫자가 없어도 1이

생략된 형태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상황으로부터 산술식을 설정할 때 수

치에 단위를 부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한 병

에 


씩 들어 있는 우유 10병을 


씩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컵은 몇 개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있

다고 하자. 여기서 ‘한 병에 


씩’ 을 ‘


 ’로 단위

를 붙여서는 안 된다. ‘한 병에 


씩’이므로

‘


병 ’으로 단위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병×병 로써, 그 결과는 한 병에 


씩

들어 있는 우유 10병에 든 우유의 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앞에 붙은 ‘한 병에’라는 조건

을 부차적 요소로 이해하여 이 단위를 잡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수가 요구된다.

4단계는 단위를 연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수치 부분과 단위 부분을 개별적으로 구

분하여 연산함으로써, 수치의 연산과 단위의 연산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

러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혼돈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치에 따른 단위의 연동성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  ÷÷과 같이 수치

와 단위의 연산을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단위 연산

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계를 거치게 되면, 상황 맥락의

문제를 제공하여 연산 결과의 의미를 단위 연산을 활

용함으로써 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습득된 지식의 유용성을 인식시키는 계기

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섯 단계에 걸쳐 교수학

적 변환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단위가 갖는 장점을 학

교수학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그러

나 교수학적 변환의 2단계와 3단계에서 언급한 단위들

은 비의 개념이 들어있어, 이를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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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교수학적 변환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되는 ‘사

과가 6개 있습니다. 한 봉지에 2개씩 담는다면 몇 봉

지 담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위 연산을 고려하여 ′개÷개봉지봉지′ 로
해결하는 것은 3학년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고려한다

면 이와 같은 교수학적 변환은 6학년 학생에게 직관적

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가 갖는 장점을 현 교

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변화한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수치와 단위

의 연산을 모두 고려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연산

결과의 의미 파악에서 겪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학교수학에서는 단위 고유의 개념적 특징을 고수하

느라 단위를 수치에 부가된 부차적 요소로 취급할 뿐

만아니라 단위 연산의 가능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연산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단위가 갖는 이점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위가 주는 해석의 이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수학적 변환을 제안하고

자 한다. 단위 연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

써 연산 결과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 수용의

어려움을 간과하기보다, 이를 허용하고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 완화라는 교수학적 변환의 기

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치 연산의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과정적 측

면인 연산 수행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

으나 결과적 측면인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는 매우 미

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류한 다섯 그룹 중 가장 우

수한 것으로 파악된 A 그룹에서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관계를 통해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었으나 단위 사이의 연산을 통한 결과

의미 파악 시도는 찾기 힘들었다. 또한 이들의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가 암기에 많은 부분 의존하는 것을

볼 때, 사고의 확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룹 B, C, D의 사례에서는 감각 의존, 문

제 상황 참고, 간단한 예시를 찾는 활동 등을 통해 연

산 결과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게서는 단위가 하는 역할이 미미하

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단위 사이의 연

산 가능성을 이용한 결과 의미 파악 시도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들 연구대상자가 연산 결과의 의미를 파

악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단위 측면의 연산 활용은 이들

이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존의 교수학적 변환이 갖는 특징과 한

계를 조명해 보고자 초등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 위주의 연산, 과정적

측면 위주의 내용 구성을 지적할 수 있었다. 한 예로

5학년 2학기 수학익힘책 29쪽 교과서 CD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그 풀이가 제시된다.8)

[그림 10] 문장제와 그 해법에서 부차적 요소로 인식되

는 단위 (교육과학기술부, 2011b)

[Fig. 10] The unit handled secondary element in word

problem and solu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11b)

위 [그림 10]에서 제시되는 


÷라는 연산 과정에

서는 단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단지 결과 값 



에 부가됨으로써 부차적 요소로써 취급하여 다루어지

8) 지도서에는 해당 문제의 풀이가 제시되지 않으며 정답인

‘


 ’만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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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시된 풀이에서는 주어진 


과 의 나눗셈

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  를 붙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풀이의 


÷는 단위의

측면에서 ‘÷개 ’에 해당하며, 결과값인 


의 단위는

가 될 수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Polya의 차원에 의

한 검증조차 통과하지 못한 문제에 해당하며, 구체적

으로 ÷개가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는 수치의 연산을 수행하고, 이와 별개로 결과

값에 단위를 기록하는 관습적인 풀이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풀이 방법이 학

생들로 하여금 연산 결과의 의미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주장하는 단위 연산의 교수학적 활용은, 수치와 단

위가 모두 의미를 갖게 되므로 학습자의 어려움을 해

소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현 교과서는 상황에 적합한 산술식과 그

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다루지만, 역으로 산술식에 대

한 적합한 해석을 다루는 문제는 간과하는 편향적 특

징을 가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 [그림 10]과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술식을 주고 그 해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

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의 문

제를 변형하여 ‘각 시험관에 


의 염산이 들어 있다.

이번 실험에는 4개의 시험관에 든 염산을 사용할 것이

다. 이 상황에서 


× 라는 계산을 통해 도출된 수




은 무엇을 뜻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단위의 교수는 단위넓이에 기반한 넓이 공식

의 정당화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넓이 단위와 길이

단위는 무관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단위 연산은 부정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제기되는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서의 걸림돌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었다.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 측면에서 단위의 이점을 고

찰해 본 결과, 전통적 방식에 비해 단위에 초점을 둔

음미 활동은 연산 결과의 의미 해석에 자유성을 담보

하는 역할을 하였다. 단위에 초점을 두게 되면, 역의

단위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의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암기하지 못

한 공식의 추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식에 대한 이

해를 강화하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위의 차원 검증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목적

으로 단위의 연산 가능성을 허용한 교수학적 변환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위넓이에 기반한 정당화를

포기하고 단위 연산을 본질적 특성으로 허용하여도 논

리상 하등의 문제는 없지만, 교육적으로 상실되는 효

과 역시 간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면적 교수학

적 변환의 재조정 대신 부분적 재조정을 시도하였다.

즉, 기존의 단위넓이에 기반한 정당화를 유지하되, 단

위 연산 가능성까지 허용하는 교수학적 변환을 채택하

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교수학적 변환을 학교 수학에서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단위는 연산의 고려 하에 설정된 것임을 인식

시키는 것이며, 2단계는 단위를 통한 해석을 주지시키

는 것이다. 3단계는 상황으로부터 산술식을 설정할 때

수치에 단위를 어떤 식으로 부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며, 4단계는 단위를 연산하는 방법을 숙지시키는 단

계이다. 5단계는 상황 맥락의 문제를 통해 단위를 활

용할 구체적 경험을 얻게 함으로써 마무리 짓는 단계

이다.

본 연구는 단위 연산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단위 연산의 교수학적 가치

를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수치에 부

가된 단위를 부차적 요소로 인식하던 기존의 절름발이

식 교육에서 수치와 단위를 대등한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수치의 의미 이해를 돕는 단위의 역할에 주목

함으로써 수치와 단위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단위 연산의 활용은 비단 이점만을 갖는 것은 아니

다. 단위 연산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다 보면 단위 연산

이 단위의 본성인 양 착각하기 쉽다는 단점도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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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단

위 없이도 연산 결과의 의미 이해에 문제점이 초래되

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전과는 반대로 단위

로부터 수치의 독립을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

연산을 지도하기 이전에 단위 연산이 본질은 아니며

연산 가능하도록 설정되었기에 가능한 현상임을 숙지

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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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and units are not apart from each other, especifically units clarifies number. 
Students often encounters many problems involving units, researcher found that students have 
difficulty in recognize the meaning of calculation results. These students recognizes units, just 
presented thing in the problem. And they could not connect units with the meaning of 
calculation results. With this results, this study researched limitation of pre serviced didactic 
transposition and found the effectness of using units to recognize the meaning of calculation 
results. Especially we discussed didactic transposition with permitting probability of unit 
calculation and suggested implications. So we accented the inevitability of change, and tried to 
offer substantial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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