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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나눗셈 스토리 문제 만들기에 관한 예비교사 지식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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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호 경 (아주대학교)

허 난 (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교사지식 중 분수 나눗셈

스토리 문제 제기(problem posing)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나눗셈에 관한 스토리 문제 제기 능력은 나눗

셈의 개념을 실생활 맥락에서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등 예비교사들이 향후 교실에서

실생활 소재를 통해 나눗셈 교수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치

는데 있어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

예비교사 135명을 대상으로 자연수 나누기 분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틀 기준에 따라 ‘수학적

정교성’과 ‘주요 오류 유형’ 그리고 ‘나눗셈 연산 모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초등 예비교사

의 나눗셈 교사 지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국내외적으로 정보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개인

의 다양한 실생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이용

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꾸

준히 강조해오고 있다(이미경 외, 2004, 2007, 조지민

외, 2011; NCTM, 1989, 2000). 특히 수학의 학습 목표

로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

적으로 추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측면의 목

표 이외에도 수학의 가치를 알고, 수학하는 자신의 능

력을 확신하며,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의

적 측면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고 기본적

인 개념 원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근래 들어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수학교육에서 연역

적인 학습내용의 제시보다는 발견적 전개를 도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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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현상이나 실제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 및 대

화를 강조하고,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을 효과

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수학 학습에서의 의사소통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수학 학습 상황에서 언어를 활용하는 것과 관

련하여 Cobb et al.(1991), Cobb, Wood &

Yackel(1993)은 메타 언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는 실

생활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상

을 선택하며 다양한 수학적 표상을 자신의 말로 표현

하거나 표상 전환을 시도해 보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활동이 서사적으로 제시될 때 더 강화될 수 있

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 수학 교육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이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하며, 맥락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강조하고 있다(이

재학 외, 2013). 이러한 분수 학습 역시 형식적 공리적

체계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추론 학

습과 활동을 통한 내용의 의미를 강조한 수업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수학적 상황을 일상

적 상황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문제를 통해 분수 계

산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구안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내용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Shulman(1987)은 교사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내용교

수지식(PCK)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내용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공식화하는

방법’이라 하면서 내용교수지식의 예로 유용한 형태의

내용을 제시 방식이나 적절한 비유, 묘사, 사례, 설명,

시범 등을 들었다. 또한 Shulman은 내용 교수 지식은

교사가 지닌 전문적 지식의 한 유형이고, 내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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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혼합물이며, 교수활동을 위한 고유한 지식체로

정의한 바 있다.

PCK의 특징 중 하나는 ‘교사의 개인 지식 영역’이

라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의

한 지식으로서 교사가 시간에 걸쳐서 경험을 통하여

개발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PCK는 주어진 교과영역

의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단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가르치는 맥락, 내용 경험의 영향을 받아 달라

지는 각 교사별로 고유한 전문성이다. 따라서 PCK는

그 본성상 교수법과 내용영역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고유한 특징과 성질을 지닌 다

양하고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교실수업에서의 반성과 적용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점진으로 발달된다(임청환,

2003).

본 연구는 초등 수학 분수의 나눗셈 학습에서 실생

활 맥락을 통해 나눗셈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

서, 초등 예비교사의 자연수 나누기 분수 나눗셈 스토

리 문제 만들기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PCK

는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향후 교실에서 실생활 소재를

통해 나눗셈 교수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Ⅱ. 문헌 고찰

1. 수학교육에서 문제 만들기(problem posing)

활동의 의의

스토리 문제2)(story problem)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수학이 실생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고 수학의 이론적

언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어떻게 관련되

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중요한 교수법

2) 외국문헌에서는 ‘문장제 문제(word problem)’와 ‘스토리 문

제(story problem)’가 혼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장제

문제’와 ‘스토리 문제’가 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수식을 문장으로

풀어 나타내는 문제(예를 들어, 6 나누기 3의 답을 구하시

오)까지 포함하기 보다는 상황을 맥락적으로 묘사하는 문

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스토리 문제’를 사용한다.

기술로 인식되어 왔다 (Ball, Hill, & Bass, 2005;

Rittle-Johnson & Koedinger, 2005; National

Mathematics Advisory Panel, 2008; McAllister &

Beaver, 2012).

좋은 스토리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측

면의 작문 실력만이 아니라, 문제에 담고자 하는 수학

내용에 대한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다양한 접근

방법 등 전문적인 교과내용지식이 필요하다(Chapman,

2006). 따라서 교사가 구성한 스토리 문제에는 교사들

이 지닌 교과내용지식들과 오개념들이 드러나게 된다.

예비 및 현직교사가 구성한 스토리 문제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예를 들어, Crespo, 2003; Whitin, 2004;

Barlow & Cates, 2006; Toluk-Uçar, 2009) 중, 일부는

교사의 신념, 교수법, 교과지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연구들은 수업 중에 학생

들의 수학적 이해를 심도 있게 관찰하기 위해 교사들

이 수업 중에 문제를 만드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연구들이 스토리 문제 구성을 주로 교사들이 본

인 스스로의 수학적 이해와 교수를 반성해 보도록 하

기 위해 사용한 교수법의 기술로 사용한 반면, 본 연

구는 스토리 문제 구성을 예비교사들의 전문적인 교과

내용지식의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 도구로 사용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에 의하면 예비 및 현직교사들의 분

수연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Ball, 1990; Ball

et al., 2008; Ma, 1999; Tirosh, 2000; Thompson &

Saldanha, 2003), 스토리 문제 구성을 교사의 분수연산

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기위해 사용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e.g., Ma, 1999; Toluk-Uçar, 2009; McAllister &

Beaver, 2012). 이 중 Ma의 연구에서는 중국 교사들의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한 스토리 문제 답안을 분석하

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교사

들의 스토리 문제 구성능력이 뛰어났고 심층면담을 통

해 분수나눗셈에 대한 개념적, 절차적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들은 교사들이 만든 문제에 드

러난 들을 강조한 반면,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분수

나눗셈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지식을 살펴보기

위해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모든 접근 방법들을

조사하였다.

전문성은 하나의 문제해결 방법을 정확하고 세련되

게 사용하는 능력 뿐 아니라 여러 방법들을 적절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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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나눗셈 모델 예시




÷에 대한 등분 모델

케이크의 


이 접시에 있다.

6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한 명이 먹는 케이크의 양은?




÷ 


에 대한 포함 모델 피자 한 판의 


을 한명이 


만큼씩 먹는다면 총 몇 명이 먹을 수 있나?




÷ 


에 대한 넓이 모델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다. 세로의 길이가 


일 때 가로의 길이는 얼마인가?

[표 1] 분수의 나눗셈에 관한 모델

[Table 1] Fraction division models

우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 구성 중에 나타난 와 더불어 수학적으로 타당한

접근 방법들도 조사하는 것이 유익하다(Smith,

diSessa, & Roschelle, 1993; Lee, Brown, & Orrill,

2011). 이것은 교사교육자들이 교사들에게 적절한 피드

백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

하게 돕는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2. 분수 나눗셈의 의미

분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서관석, 전경순, 2000;

방정숙, 이지영, 2009a, 2009b)에 따르면 분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대체적으로 연구들이 설명하

는 분수의 의미는 부분-전체의 의미, 측정의 의미, 몫

의 의미, 비의 의미, 연산자의 의미로 볼 수 있다(Ma,

1999; Tirosh, 2000). ‘부분-전체의 의미’는 분수를 부분

-전체로의 의미로 연결하는 것으로 연속량이나 이산량

을 똑같은 크기의 부분이나 집합으로 분할하여 부분-

전체의 관계를 양으로 나타낸다. ‘측정의 의미’는 길이

나 무게 등 어떤 양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

는 분수로서 이것이 측정의 의미로서의 분수이다. ‘몫

의 의미’란 방정식   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 값은 몫으로서, 


로 나타내는 것이다. ‘비의 의미’

는 한 수를 다른 수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두 양의 상

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즉, 비는 수라고 하기보다는

비교 지표(comparatvieindex)로서, 등분할 상태에서 두

양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비의 의미에서는 같은

수를 나타낸다. ‘연산자의 의미’로서의 분수의 의미는

주어진 수(개수)를 주어진 분수만큼의 수(개수)로 변환

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분수 연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연산을

바탕으로 한다. 자연수의 나눗셈은 등분제와 포함제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등분제는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

로서, 단위의 크기를 묻는 경우이고 포함제는 측정의

의미로 양의 크기를 일정한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얼

마나 되는가를 묻는 경우이다. 따라서 분수의 나눗셈

역시 자연수의 연산을 바탕으로 등분제, 포함제로 나

타낼 수 있다.

분수의 곱셈의 의미는 동수 누가, 연산자, 도형의 넓

이를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방정숙, 이지영, 2009b).

분수의 나눗셈의 의미는 등분제, 포함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방정숙, 이지영,

2009a) 이를 모델로 나타내면 아래 [표 1]과 같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예비교사의 분수 나눗셈에 대한

스토리 문제 만들기에 대한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전

문적인 교과내용지식의 분수 나눗셈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3개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

학년 39명, 2학년 24명, 3학년 51명, 4학년 21명 총 13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무응답 응답

자를 제외한 103명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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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 코드 세부 분석 기준

수학적

정교성

0 제시된 식의 수학적 답이 도출되지 않는 답안 (미완성 또는 분석 불가능한 응답포함)

1 분수의 나눗셈 개념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답안

2 부분적인 오류가 있는 답안

3 수학적으로 옳지만 문제 상황이나 맥락이 적절치 않은 답안

4 수학적으로, 상황, 맥락적으로 완벽한 답안

주요

오류 유형

A 제시된 식과 관련이 없는 답안

B 3/4 묘사에 그친 답안

C 6×3/4와 혼동한 답안

D
대수적으로 계산할 때 제시된 식의 답이 나오나 절차적 지식으로 상황을 억지로 만

든 답안

E 문제 상황에 언급되어진 조건에 오류가 있는 답안

F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건을 언급했거나 필요한 조건(단, 조건은 맥락상

옳기는 하나)에 대한 기술이 빠진 답안

나눗셈 연산

모델

포함 모델 6 안에 3/4이 몇 번 들어가는가?

등분 모델 6이 어떤 전체 양의 3/4 이 될 때 전체에 해당하는 양은?

넓이 모델 넓이가 6이고 한변의 길이가 3/4 일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는?

[표 2] 예비교사의 분수 나눗셈 문제 만들기 평가를 위한 분석틀

[Table 2] Assessment criteria and codes for story problems written

가.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분수 나눗셈

스토리 문제 만들기 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분수 나눗

셈에 대한 PCK 중 수학 내용 지식에 해당하는 분수

나눗셈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분수 나눗셈에 관한 스토리 문제 만

들기 문제를 제시하였다.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

(이야기)를 만들어라.

÷ 



[그림 1] 제시 문항

[Figure 1] Assessment item

나. 자료 분석

설문 조사 수집 자료는 3인의 수학교육학 전공 교

수인 연구자에 의해 검토,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은 수학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수학적 정

교성 판단, 분석 가능한 응답에서 관찰된 주요 오류

유형, 나눗셈의 의미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른 나눗셈

연산 모델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기준 마련을

위하여 1차 표준 도구를 만들고 난 후 3차에 걸쳐 샘

플 응답에 대한 3자 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분석 기준과 세부 분석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분

석틀([표 2])을 정하였다.

완성된 분석틀을 기준으로 3인의 연구자가 각각 응

답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3인이 함께 재검토하여 의견합일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수의 나눗셈 연산 의미를 포함제,

등분제, 넓이 상황으로 구분하였으며, 수학적 정교성에

따라 0점에서 4점으로 5단계로 나누었다. 또한 답안지

에서 보인 오류에 따라 6가지의 주요 오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Ⅳ. 연구 분석

분석 결과는 분석틀 기준에 따라 ‘수학적 정교성’과

‘주요 오류 유형’ 그리고 ‘나눗셈 연산 모델’의 세 부분

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부분에서는 먼저 통계결

과를 표로 나타내었고, 대표적인 스토리 문제를 예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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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코드 세부 분석 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수학적

정교성

0
제시된 식의 수학적 답이 도출되지 않는 답안(미

완성 또는 분석 불가능한 응답포함)

12

(37.5)

5

(31.3)

7

(18.9)

2

(11)

26

(25.2)

1 분수의 나눗셈 개념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답안
6

(18.8)

5

(31.3)

5

(13,5)

1

(5.6)

17

(16.5)

2 부분적인 오류가 있는 답안
1

(3.1)

0

(0)

3

(8.1)

3

(16.7)

7

(6.8)

3
수학적으로 옳지만 문제 상황이나 맥락이 적절치

않은 답안

1

(3.1)

3

(18.7)

12

(32.5)

3

(16.7)

19

(18.5)

4 수학적으로, 상황, 맥락적으로 완벽한 답안
12

(37.5)

3

(18.7)

10

(27)

9

(50)

34

(33)

계
32

(100)

16

(100)

37

(100)

18

(100)

103

(100)

[표 3] 수학적 정교성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for mathematical correctness (%)

1. 수학적 정교성

[표 3]은 스토리 문제 만들기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 및 학년별로 분류한 것이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분석 대상자 103명 중 수학적으로, 상황, 맥락

적으로 완벽한 스토리 문제(코드 4)를 만든 응답자는

3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33%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면, “쉐이크 가게에서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

려고 한다. 그 쉐이크 가게에서는 한 바나나의 3/4크기

만을 써서 사용하려는데, 6개의 바나나로 총 몇 개의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수

학적으로 제시된 나눗셈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이유 및 상황, 단위의 크기 등을

맥락적으로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대수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으나, 필요한 조건이 명

확히 언급되어지지 않거나 문제 상황이나 맥락이 적절

치 않아 완벽한 스토리 문제라고 볼 수 없는 문제를

만든 응답자(코드 3)는 19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18.5%를 차지하였다. 예로는 “케이크 6조각을 3/4씩

나누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이다. 이 응답

에서 ‘3/4씩’이 전체 케이크의 3/4인지 한 조각의 3/4인

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 설령, 응답자가 한 조각의

3/4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분수지도에서 부분-전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사용하는 분수의 의미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수학

적으로도 또 맥락적으로도 완벽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응답자의 51.5%(코드 3, 4)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수학적으로는 옳은 스토리 문

제를 만들었음을 나타낸다.

응답자의 16.5%의 응답자(코드 1)는 대수적인 계산

으로 주어진 문제의 답을 구할 수는 있었으나 분수 나

눗셈 이해의 미숙으로 분수의 나눗셈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문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총 6개인

피자가 한 판 있고 거기에 1/3판이 더 있는 것을 수식

으로 나타내라”에 대한 답은 6(1+1/3)=6×4/3과 같이

나눗셈이 곱셈의 역연산임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지

만, 나눗셈의 의미를 묻고 있다기보다는 답을 유도하

기 위해 필요한 계산 절차를 단순히 말로 묘사한 응답

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18.5%는 분수 나눗셈의 개념은

이해했다고 보이나 부분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수

학적인 답을 정확히 도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다.

그 예로는, “6L를 3/4컵으로 몇 번에 덜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분수 3/4의 대상이‘컵’으로

명확히 기술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의 양을 측정하

는 상황에서의‘컵’은 계량컵 한 컵을 의미하는데 계량

컵 한 컵의 양이 1L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사용된 측

정 단위가 맞지 않아 오류가 있는 문제이다. 25.2%의

응답자는 수학적으로 틀린 문제를 만들었다. 수학적으

로 틀린 답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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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코드 세부 분석 기준

1학

년

2학

년

3학

년

4학

년
계

주요

오류

유형

A 제시된 식과 관련이 없는 문제 2 0 1 0 3

B 3/4또는 6÷3/4을 말로 재표현 2 0 2 0 4

C 6×3/4와 혼동 3 3 5 1 12

D
대수적으로 계산할 때 제시된 식의 답이 나오나 절차적 지

식으로 상황을 억지로 만든 답안
6 5 5 0 16

E 문제 상황에 언급되어진 조건에 오류가 있는 답안 1 0 2 1 4

F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건을 언급했거나 필요

한 조건(단, 조건은 맥락상 옳기는 하나)에 대한 기술이 빠

진 답안

2 3 12 3 20

[표 4] 주요 오류 유형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for error types

눗셈이 아닌 곱셈문제를 기술한 응답이었다. 예를 들

어, “케익 6조각을 4명에게 줄 때 3명이 먹게 되는 케

익의 양은 얼마인가?”로 응답한 이 문제는 6÷4×3 즉,

6×3/4를 묻는 문제이다.

각 학년별로 보면 4학년 응답자의 11%가 제시된 분

수 나눗셈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틀린

문제를 만든 반면, 1학년은 응답자의 37.5%가 이에 해

당하였다.

한편, 수학적으로나 상황, 맥락적으로 완벽한 문제를

나타내는 기준 4는 1학년의 37.5%였으며 4학년 예비교

사 조차도 50%에 불과하였다.

2. 주요 오류 유형

[표 4]는 스토리 문제 만들기에 대한 응답이 보인

주요 오류 유형을 응답자 전체 및 학년별로 분류한 것

이다. 수학적 정교성 분석에 사용된 103명의 응답 중

미완성 또는 분석 불가능한 응답(14명)과 오류를 보이

지 않은 응답(코드4) 34명을 제외한 55명의 응답 중

중복을 허용하여 코딩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코드 A, B, C의 오류를 가진 답안은 주어진 나눗셈

의 수학적인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스토리 문제들로서

분수 나눗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인다. 예를 들어,

A: 200㎖ 우유 6개를 한 병에 부운 뒤에 300㎖ 컵

에 들어내면 몇 ㎖가 남는가?

이 문제는 총 우유의 양 1200㎖에서 300㎖를 제외

한 양을 묻는 뺄셈 문제이다.

B: 동그란 케익이 있는데, 같은 양 나눌려고 한다. 3

명은 거기서 먹고 한명은 포장 3명이 먹는 양은 얼마

인가?

이 문제는 4등분한 양 중에 3등분에 포함된 양을

묻고 있는 단순히 3/4을 묘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는 “6개가 있는데 그것을 3/4로 나눌 때?”와 같은

응답은 6÷3/4의 대수식을 그대로 말로 재표현 한 것에

그친다.

C: 6cm의 절사를 3/4만큼만 쓰려고 한다. 몇 cm를

쓰는 것인가?

이 문제는 6cm의 3/4을 취하는 6×3/4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6×3/4와 혼동한 오류였고 학년

별로는 1학년과 3학년이 많았다. 나머지 오류들(코드

D, E, F)을 포함한 답안들은(오류가 있거나 빠진 조건

이 있다면 수정 또는 첨가한 후에) 기술된 문제를 그

대로 따르면 최소한 수학적인 답은 구할 수 있는 스토

리 문제들이다. 이 세 가지 오류들 중 가장 수학적으

로 미흡한 오류는 코드 D로 수학적 답을 내기 위해

상황을 억지로 만든 답안이다. 예를 들어, ‘6개의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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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코드 세부 분석 기준

1학

년

2학

년

3학

년

4학

년
계

나눗셈

연산

모델

포함 모델 6 안에 3/4이 몇 번 들어가는가? 17 6 23 16
62

(87.3)

등분 모델
6이 어떤 전체 양의 3/4이 될 때 전체에 해당하

는 양은?
0 1 3 0

4

(7.3)

넓이 모델
넓이가 6이고 한변의 길이가 3/4일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는?
1 1 1 0

3

(5.4)

계
69

(100)

[표 5] 나눗셈 연산 모델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for fraction division models (%)

을 3등분하여 나온 수에 4를 곱하라’와 같은 문제는

수학적 답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대수적 절

차를 말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가장 많이 발견된

오류는 필요한 조건에 대한 기술이 불분명한 것(코드

F)이다. 필요하지만 기술되지 않은 조건으로는 측정

단위 또는 분수의 부분-전체관계에서 ‘전체’로 사용된

대상이 분명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넓이가 6인 땅을 한 명이 3/4씩 가질 때 몇 명이 나누

어 가질 수 있나?’와 같이 응답한 문제를 살펴보면, 넓

이의 단위가 언급되어야 하고, 분수 3/4의 전체가 단위

넓이(넓이가 6 제곱미터라고 가정하면, 1 제곱미터)인

지 아니면 전체 넓이(6 제곱미터)인지가 명확하지 않

다. 이러한 오류는 3학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코드 E의 오류를 보인 응답은 분수 나눗셈의 개념은

이해했다고 보이나 부분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문

제로서, ‘6ℓ를 3/4컵으로 몇 번에 덜 수 있을까?’와 같

은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분수 3/4의 대상이 ‘컵’으로

명확히 기술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의 양을 측정하

는 상황에서의 ‘컵’은 계량컵 한 컵을 의미하는데 계량

컵 한 컵의 양이 1L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사용된 측

정 단위가 맞지 않아 오류가 있는 문제이다.

주요 오류 유형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그 결과가 ‘수

학적 정교성’에 대한 분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

2학년의 응답에서는 분수 나눗셈의 의미를 정확히 이

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오류 유

형들(A, B, C, D)이 많이 관찰되었고, 3, 4 학년의 응

답에서는 수학 개념적인 오류 보다는 부분적인 오류를

포함하거나 수학적인 조건 또는 문장표현에서 모호하

게 기술되어진 답안들이 많이 보였다.

3. 나눗셈 연산 모델

예비교사들의 스토리 문제에 적용된 나눗셈 연산

모델 [표 5]는 답안 중에서 나눗셈 모델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용된 나눗셈 연산 모델이 분석 가능한 69개의 답

안 중 약 87%에 해당하는 62개의 답안이 나눗셈 연산

의 포함 상황을 묘사하는 ‘포함 모델’ 스토리 문제를

작성 또는 작성을 시도하였다. 각 학년별 분석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학년에 상관없이 분수 나눗셈

을 포함 상황으로 해석하고 묘사하려는 경향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Ⅴ.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분수 개념에 관한 지

식과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상황적 지식을 스토리 문

제 만들기를 통해 오류 유형과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수학적 정교성, 주요 오류 유형, 나눗셈 연산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초등예비교사들의 분수 나눗셈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학적 정교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수학적으로, 상황,

맥락적으로 완벽한 스토리 문제를 만든 응답자가 33%

에 불과하였다. 비록 수학적으로 옳은 스토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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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고 하여도 조건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거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만들었거나 분수 나눗셈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분수나눗셈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문제를 만든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다수의 초등예비교사들이 분수 나눗셈에 대한 상

황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스토리 문제로 표

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분수나눗셈에 대한 지식은 1학년에

서 4학년으로 갈수록 각 학년 내에서 수학적으로 틀린

답안의 비중이 줄고 수학적으로, 상황, 맥락적으로 완

벽한 답안의 비중이 늘어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예비교사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분수 계산에 대

한 전반적인 교사지식의 향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반면에 수학적으로 옳지만 문제 상황이나 맥락이

적절하지 않은 답안의 변화는 학년에 따른 양상을 읽

을 수 없어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변화를 알

수 없다. 즉, 이 부분은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의해 영

향을 받지 않은 영역이라 추측할 수 있거나 추후 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Baroody & Coslick(1998)은 학생들의 분수개념 이

해에 대하여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제시 하였는데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수학 개

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등학생들이 분수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비교사들이 보

인 분수 나눗셈에 대한 이해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불완전하게

발달된 수학적 이해가 포착되고 교정되기 위해서는 단

지 상위학습을 수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

부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교사 자신이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교수 할 때 학생들

이 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사는 분수 나눗셈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분수 나눗셈 개념에 대한 다

양한 상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분수 나눗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다양한 스토리 문제 만들기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고

학생 입장에서도 분수 나눗셈에 대한 상황적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을 통해 예비교사

들은 분수 나눗셈 개념에 대한 내용지식의 이해를 명

확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이해가 뒷받침 되는 다양한 스토리 문제 만들기를 구

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수 나눗셈 스토리 문제 만들기에 대한 주요 오류

유형의 분석 결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건을 언급했거나 필요한 조건에 대한 기술이 빠진

답안이 가장 많은 오류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대수적으로 계산할 때 제시된 식의 답이 나오나 절

차적 지식으로 상황을 억지로 만든 답안이 많았으며

분수 곱셈으로 혼동하여 스토리 문제를 만든 경우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수학

적 정교성에서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스토리 문

제 만들기에서 수학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

나 개념에 맞는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발생

하게 되는 주요 오류 유형으로 분수 나눗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오류 유형과 개념적

이해가 아닌 표현에 있어서 부분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오류 유형으로 구분되어졌다. 부분적 오류를 포

함하는 경우 측정 단위나 전체로 사용되는 대상이 불

분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많은 초등예비교사가 단

위나 전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반복적으

로 관찰되는 경향들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비현실적

인 상황의 사용이었다. 예를 들어, ‘6m 길이의 껌을…’,

‘쿠키 한 개를 4조각으로 나누어...’, ‘6만원을 저축하여

이자가 33.3%…’등의 상황은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

는 현상으로서, 설령 대수적으로 수학적인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교실수업에서 스

토리 문제를 사용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그

문제 상황을 표현할 때 보다 신중한 상황 선택이 필요

하다. 둘째, 제한적인 소재 사용이었다. 이는 스토리

문제 구성에 사용된 소재를 살펴보면, 피자, 사과 빵

등의 음식을 등분하여 나누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Baroody & Coslick(1998)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에서 주로 원 모양의 소재를 사용하여

분수를 지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업 지도

에서의 표현 방법을 주로 한 가지 만으로 사용하기 때

문에 다른 연속량 모델이나 이산량 모델과 분수 개념

을 관련시키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분수 개념에

대한 유창성을 개발하는 데 제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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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교사가 학생의 흥미 유발과 개념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스토리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소재의 사용

이 특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한되었을 때 분

수개념과 연산에 대한 융통성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

생의 수준에서 맞는 스토리 문제를 오류 없이 구성할

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개념 이해와 다양한

상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토리 문제가 교수·학습상황에 사용될 것을

고려할 때, 문제의 기술이 보다 친절해야할 필요가 있

다. 다음의 두 응답을 비교해보면,

6m의 리본끈 3/4m씩 자르면 몇 개?

6m의 끈을 3/4m씩 잘라서 리본을 만든다면 총 몇

개의 리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두 스토리 문제는 수학적으로나 문제 상황적으

로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두 번째 문제가 학습

자에게 제시될 때 보다 그 문제 상황을 보다 실제적이

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스토리 문제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해야 하는 설문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은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초등예비교사들의 스토리 문제에 적용된 나눗셈 연

산 모델에 관한 분석 결과는 학년과 관계없이 대부분

의 답안이 나눗셈 연산의 포함 상황을 묘사하는 ‘포함

모델’ 스토리 문제를 작성하였다. 분수 연산에서 분수

연산의 계산 원리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연결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하여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방정숙, 이지영, 2009b). 따

라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분수 나눗셈에 대한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스토

리 문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교

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수 연산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고 그에 따라 예비교사교육에서의 분수 연산에

관한 지도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초등예비교사의 분수 연산에 대한 내

용적 지식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교사교육에서

분수 연산에 관한 지도와 이에 대한 내용적 지식과 상

황적 이해가 보다 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비교사교

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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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pre-servi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fraction division in a 
context where they were asked to write a story problem for a symbolic expression illustrating a whole 
number divided by a proper fraction. Problem-posing is an important instructional strategy with the 
potential to create meaningful contexts for learning mathematical concepts, especially when real-world 
applications are intended. In this study, story problems written by 135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ere analyzed with respect to mathematical correctness. error types, and division models. Patterns and 
tendencies i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knowledge of fraction division were identified. Implicaitons 
for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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