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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례 추론 능력 분석

-‘비교’ 상황을 중심으로-

박지연1) ․ 김성준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과정은 수학적 추론, 수학적 문제 해결, 수학적 의
사소통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으며, 수학적 추론의 한 형태인 비례 추론은 비와 비
율 개념과 관련된 추론이다. 비례 추론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규칙성 영역의 핵심이
면서 중등수학에서 학습하는 함수 개념의 기본이 된다. 본 연구는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사이에 놓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례와 관련
된 형식적인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 단계에서 비례 추론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해봄
으로써 비례 추론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문제해결전략과 오류를 살펴본다. 이를 위
해 먼저 비례 추론 문항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비와 비율을 학습하
기 전후에 비례 추론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떠한 오류가 나타나는지
를 분석한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문제의 조건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비례 추론 전략을 활용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곱셈적 추론 수준에 있으며, 비례 
추론 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전략으로는 분수 전략과 간비교, 내비교 전략 등
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필요로 하는 문제의 경우 문제의 이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절대적·상대적 변화를 비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비례 추론 문항 개발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비례 
추론 상황을 포함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수학적 추론, 비례 추론(능력, 전략), 비와 비율, 곱셈적 추론, 상대적인 비
교

Ⅰ. 서   론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능

력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능력은 수학적 과정을 통해 증진되는데 수학적 과정의 구성 요

소는 수학적 추론, 수학적 문제 해결,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강조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비례 추론은 수학적 추론의 한 형태로 초등수학에서 등장하는 비, 비율 개념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례 추론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규칙성 영역의 결정이고 뒤따르는 

함수를 비롯한 대수 학습의 기본이며, 능숙한 비례 추론은 상위 수학 학습 성공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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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이기도 하다(Lesh, Post & Behr, 1988). 또한 NCTM(2000)에서는 비례 추론은 아무

리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비례 추론은 함수적 사고를 형성하고 여러 수학적 개념들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또한 실생활의 여러 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지도해야 할 개념이다. 박정숙(2009)은 비례 추론이 중요한 이유로 초등수학과 

고등수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곧, 비례 추론은 초등수학의 

분수뿐만 아니라 일차방정식, 일차함수, 확률, 닮은비, 일차변환 그리고 미분계수 등과 같

이 곱셈적 추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여러 수학적 개념들을 학습하는데 기본이 되

고 있어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대학수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례 추론은 

산술과 대수를 연결하는데 비 a : b는  


의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여 유리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으며,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의 이해로 넘어가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데(이은희, 2005), 곧 공변 추론에 해당하는 양 사이의 변화, 두 양 사이

의 대응 그리고 동적인 함수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비례 추

론은 수와 비율, 공변 추론과 함수 등 다양한 수학 개념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비례 추론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aroody & Coslick, 1998). 일상생활에서 양과 양 사이의 관계, 

수와 수 사이의 관계에서 매일 접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비례 추론을 어

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비례 추론의 복합성을 생각해보면, 비례적 상황을 추론하

기 위해서는 비례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곧, 비례적 상

황과 비-비례적 상황에서 각각의 구조적 유사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두 가지 상황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학과 교육과정과 학교수학에서 다루

어지는 비례 추론 학습이 형식적인 알고리즘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정은실, 2003a). 다시 

말해, 비, 비율, 비례 개념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수학적 사고보다는 비의 외형적인 표

현과 기계적 알고리즘을 통해 비례 추론 관련 개념을 학습해 왔는데 따라서 학생들은 계

산에 능숙하더라도 비, 비율, 비례 개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학 및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비와 비율이다. 예를 들어, ~의 몇 배, 야구의 타율, 인

구 증가율, 이자율 등은 실생활에서 비 또는 비율을 인식하지 않고 있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비와 비율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 또한 충분하며 수학 교

과에서 내적 연결성 못지않게 다른 교과의 학습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교과 외적 연결

성을 갖고 있다(박교식, 2010). 따라서 비례 추론은 비, 비율, 비례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수학이 실생활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념이 관련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비와 비율 개념이 학교수학 내용으로 처음 지도되는 것은 초등학교 5~6학년군 수학에서

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학

년 1학기에 비와 비율이 처음으로 다루어진다. 수학과 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

전해왔다. 비와 비율 영역 역시 교수학적 의도에 따라 각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지도 방법

과 도입 시기 등이 변화되어 왔다. 수학 교과서는 학교수학이라는 변형된 지식을 담아 간

직하는 전형적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수학적 변환에 따라 학교수학에 이르

는 지식의 변형 경로의 중심에 놓여 있다(강완, 2000). 하지만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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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예컨대 2015학년도 6학년 학생들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 5학년 2학기에 배운 비

와 비율을 2009 개정 교육과정 6학년 1학기에 다시 한 번 배우게 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

지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이 변화·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모두 비와 비율 개념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례 추론 능

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비례와 관련된 형식적인 알고리즘을 배우기 이전 단계에서, 비와 

비율 개념을 5학년 수학에서 학습한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동시에 6학년 수학에서 다시 

비와 비율을 학습한 이후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비례 추론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형을 분

석해보고, 이와 함께 비례 추론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과 오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비례 추론 영역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Schwatz가 양

(quantity)을 양(magnitude)과 대상(referent)으로 구분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Freudenthal

은 양에 대한 연구를 비와 연결하여 같은 양 사이의 비를 내적비로 다른 종류의 양 사이

의 비를 외적비로 구분하였다. 또한 Bethea는 비례 추론의 과제를 전체의 두 부분 비교하

기, 비율과 농도 비교하기,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비례 축소 이용하기 등으로 나

누었다(정은실, 2003b, 재인용). 다음은 비례 추론과 관련해서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

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된 비례 추론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Lamon(1993)은 비례 추론 영역을 절대적 변화와 상대적 변화, 비와 비율, 단일상황 안에

서 공변량과 불변량, 사상에 의한 비의 보전, 비의 보전 사상 구성, 기준화로 구분하였다. 

또한 내연적인 측정과 비율을 만들어내면서 두 개의 외연적 측정을 비교하는 양의 측정

(well-chunked measures)과 부분-부분-전체(part-part-whole)의 문제 상황에서 두 요소가 

의미 있는 관계로 해결되는 집합 문제와 두 양 사이의 관계나 길이, 넓은 등과 같은 특성

을 표현하는 양의 확대와 축소로 나누었다. Cramer와 Post(1993)는 비례 추론의 평가 영역

을 미지값 구하기, 수리적 비교하기, 질적 예측과 비교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질적 예측

과 비교는 특정한 수 값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하는 영역이고, 수치적 비교는 두 개의 완전

한 비율을 비교하는 영역이다. 세 번째는 미지값으로 네 개의 수 중에서 세 개의 수는 주

어지고 알지 못하는 한 개의 값을 알아내는 영역을 말한다. Bethea(2003)는 비례 추론 영

역을 미지값, 유사, 비교, 질적 추론과 비교, 절대적 변화와 상대적 변화, 공변량과 불변량, 

대수 추론의 연결로 나누었다.

한편 비례 추론 발달 단계 또는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앞서 구분한 하위 영역과 

함께 학생들의 비례 추론 능력을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Bexter & Junker(2001)는 비례 추론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질

적 추론 단계로 학생들은 정확한 수치로 비교하지 못하지만 양에 대하여 더 많다, 더 적

다, 같다로 비교하는 수준이다. 2단계는 양의 초기 시도 단계로 학생들은 얼마나 많고, 얼

마나 더 많은지에 대해 곱셈적 관계보다는 덧셈적 차이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수준이며, 3

단계는 곱셈적 관계를 인식하는 단계로 학생들은 변하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비로 표현

하기 시작하며 곱셈적 추론을 해야 할 때 전부 세거나, building-up 전략을 사용한다. 4단

계는 공변과 불변의 조화 단계로 학생은 양이 변화하는 동안에 양 사이의 불변하는 양이 



박  지  연  ·  김  성  준108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곱셈적 추론을 발전시키는 수준이며, 5단계는 함수적 관

계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또한 Olof(2003)는 비례 추론 발달 수준을 4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1수준은 제한된 비의 대한 지식을 나타내며, 비 사이의 덧셈적 차이점을 강조하여 

해결하는 수준이고, 2수준은 주어진 비를 더하거나, 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

수비가 아닐 경우는 해결하지 못한다. 3수준은 단위 비율로 나타내거나, 곱셈 전략을 사용

하여 해결하고, 비정수비인 곱셈 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는 수준이며, 4수준은 곱셈 관계로 

비례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내비교 관계와 간비교 관계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나 접

근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시된 문맥상의 구조보다는 문제에 제시된 수적 관계에 더 초점

을 두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비례 추론 발달 단계를 종합해 보면 1단계는 문제에

서 주어진 한 변수에만 관심을 갖거나 정보의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질적 추론 수준이다. 

2단계는 덧셈적 추론 수준으로 가법적 전략을 통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계량화하지

만 동치인 비를 만들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3단계는 두 양 사이의 곱셈관계를 주목하고 

그 관계를 다른 두 양에도 적용하여 동치인 비를 만들 수 있는 곱셈적 추론 수준이다. 4단

계는 양이 변화하는 동안 양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함을 알고 곱셈적 추론을 발전

시키는 수준이다. 5단계는 형식적 과정을 포함한 함수적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정

리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 준 내 용

1단계 질적 추론 수준

2단계 덧셈적 추론 수준

3단계 곱셈적 추론 수준

4단계 절대적·상대적 변화 비교 가능 수준

5단계 함수적 관계 이해 수준

<표 1> 비례 추론의 수준

이처럼 비례 추론은 질적 추론부터 덧셈적 추론을 거쳐 곱셈적 추론 단계, 더 세분화하

면 절대적, 상대적 변화 비교와 함수적 이해 단계까지 발달한다. 전략은 비례에 대한 사고 

과정에 있어서 정교화의 다른 수준을 나타낸다. 비례 추론 전략이란 비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이며, 학생들은 자신의 비례 추론 능력에 따라 ‘비교’

의 상황에서 다양한 비례 추론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비례 추론 전략을 분석하면 

학생들의 비례 추론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비교’ 상

황과 관련해서 질적 추론 전략, 덧셈 추론 전략, 곱셈 추론 전략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질적 추론 전략

질적 추론 전략은 수적인 양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직

관적이고 비형식적 지식에 의해 추론하는 전략이다(Kieren, 1993). 비형식적 지식은 비례 

문제 상황에 대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에 제시된 양을 연결하기 위해 비교 단어(더 

많다, 더 적다, 같다 등)를 사용한다. 이런 질적 추론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지만 질적 추론은 좀 더 복잡한 전략으로 발전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으며 비례 문제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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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문제의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때 지

속적으로 사용한다. 즉, 구체적인 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비추어 시각적

으로 이해하거나 “더 많다, 더 적다”로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적 

추론은 함수적 관계를 이해하는 형식적 비례 추론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문

제를 이해할 때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2. 덧셈적 추론 전략

덧셈적 추론 전략은 질적 추론 방법과 달리 수적인 양을 사용하여 비례 관계를 해결해 

가는 전략이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두 비 사이의 곱셈 관계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반복해서 더해 가는 더해가는 building-up 전략이 있다. 

building-up 전략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전략으로 곱셈적 

추론으로 발달해 가는 획기적인 방법이다(Kaput & West, 1994). 기초적인 비례 문제는 이

러한 덧셈적 추론 전략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은 반복되는 덧셈 과

정을 생략하고 곱셈이나 나눗셈을 통해 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해결 과정이 더 

간결해진 building-up 전략이 있다. 이러한 덧셈적 추론 전략은 곱셈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

해도 비례 추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Resnick & 

Singer(1993)는 전비례적(pre-portional) 방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편 Kaput & 

West(1994)는 building-up 전략을 비례 추론 문제에서 사용하는 비형식적 전략 이외에 세 

번째 범주로 한 단위 전략(Single unit)을 제시하였다. 한 단위 전략은 주어진 양의 하나의 

값을 찾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만큼 곱해서 답을 찾는 전략을 말한다. 그리고 한 단위 전

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단위 비율(unit-rate) 전략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전략은 덧셈적 추론 

전략에서 곱셈적 추론 전략으로 발달해 가면서 사용하는 과도기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

다. 한 단위 전략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무조건 1이라는 단위로 세분화 시킨 다음 구

하고자 하는 값만큼을 곱하는 방법이라면 단위 비율 전략은 두 비의 값을 하나당 값을 구

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3. 곱셈적 추론 전략

곱셈적 추론 전략은 두 개의 비 사이에 존재하는 곱셈적 관계를 추론하는 것으로 상황

이 복잡한 비례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곱셈적 추론 전략은 내비교 전략과 간비

교 전략이 있다(Heinz, 2000; olof, 2003). 내비교 전략은 한 집합 안에 있는 두 양의 곱셈

적 관계를 다른 집합에 적용하는 것이고, 간비교 전략은 서로 다른 두 집합의 동일 요인 

중 하나의 곱셈적 관계를 다른 하나에 적용하는 것이다(Heinz, 2000). 이 외에 비-단위

(ratio-unit) 전략, 분수 전략, 비례 전략 등이 곱셈적 추론 전략에 속한다. 비-단위전략은 

단위화 전략을 구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사탕 12개의 가격을 구하기 위

해서 사탕 4개의 값을 구해 그 값에 3배를 하여 라면 12개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분수 

전략은 비율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므로 양이 단위는 모두 생략하고 표현만 사용하는 것

으로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는 양을 정하여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단위 비율 전략

과 유사하나 동치임을 나타낼 때 단위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례 전략은 두 

비의 동치 관계를 사용하거나 비례식을 세워 내항끼리의 곱과 외항끼리의 곱이 같다는 비

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곱셈적 추론 전략 중 하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례식을 배우기 이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례 추론 능력을 분석한 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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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형식적 알고리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례 전략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례에 관한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보여주는 비례 추론 능력을 분

석하기 위해 비와 비율을 학습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와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학습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형식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례식

이 아닌 비례 추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으로 비례 추론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다 심층적인 비례 추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의 H초등학교 6학년 22명을 대상으

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이점이 있다면 2015년 시점에서 6학년 학생들은 5학

년 때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6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

정이 적용되었기에 5학년 2학기 7단원(2007 개정)에서 비와 비율을 학습을 한 상태에서 다

시 6학년 1학기 4단원(2009 개정) 비와 비율을 학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5학

년 2학기에서 비와  비율을 학습한 상태에서 1차 비례 추론 검사를 하고 6학년 1학기 비

와 비율을 다시 배우고 난 이후에 2차 비례 추론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비

례 추론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3)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례 추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지는 지

필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답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글이나 그

림, 표, 도식 등을 이용해서 기술한 것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라우성·백석윤, 2009). 연구자

는 학생들의 문제해결전략 및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비례 추론 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과 연구 문제 설정 단계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도입되는 

비, 비의 값, 비율, 비례, 비례 추론 등의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교사들조차도 

그 개념 구분에 대해 모호하게 생각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의 경우 교육과정이 맞물리는 특이한 시기의 학생들로 비례 추론 능력을 분석하기에 알맞

은 대상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을 정당화하고,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비례 추론 문제 개발 단계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례 추론 예비 검사지

를 개발하였다. 이는 다양한 학자들의 문헌 연구를 통해 비례 추론 영역을 4가지로 구분

하고(질적 추측 및 비교, 미지값, 수리적 비교, 절대적·상대적 변화), 각 영역에서 학생들

의 수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비례 추론 문제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문제 해결에서 사

용된 전략과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4가지 영역에서 8개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검사

3) 연구대상을 6학년으로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된 것은 비와 비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례 추
론 관련 문제해결전략을 살펴보는 것 보다, 이 개념의 학습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1차 검사를 실
시하고, 다시 이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직후에 2차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차
이점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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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별로 각각 8개의 문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비교’의 맥락에서 진

행된 2개 영역, 3개 문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예비 검사 단계로 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

비 검사를 바탕으로 검사지를 일부 수정한 후, 2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된 검사 

답안을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관점과 분석틀을 정교화하였다.

넷째, 본 검사 실시 및 자료 수집 단계로 본 검사지를 연구 대상 22명을 대상으로 1차 

비례 추론 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비례 추론 검사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을 학습한 후 같은 방법으로 2차 비례 추론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

하였다. 다섯째, 자료 분석 단계로 분석틀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

를 연구자의 관점과 문헌 연구를 통해 만든 분석틀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절차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문헌 검토와 

연구문제 설정

↓

비례 추론 문항 개발
비례 추론 이해 수준 측정을 위한 

비례 추론 문제 개발

↓ ↑

예비 검사 …
1차 예비 검사

2차 예비 검사
→

분석틀 수정·보완

비례 추론 문항 수정·보완

↓ ↓

본 검사 실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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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와 비율을 학습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보다 심층적인 비례 추론 

이해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학급 22명을 대상으로 비례 추론 문제 검사 2009 개

정 교과서 비와 비율을 배우기 전과 후 2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해 분석틀

을 구체화하고 검사지 개발 과정과 같이 문제 유형을 4가지로 선별하여 각 하위 영역 당 

하나씩 문제를 개발 하여 한 검사지에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각 문항별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전략과 오류 유형을 같은 유형끼리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반응 빈

도는 각 문항별로 항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정답을 분석하여 정답과 오답, 무응



박  지  연  ·  김  성  준112
답으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1차 비례 추론 문항과 2차 비례 추론 문항에

서 같은 유형의 문제는 묶어 반응빈도를 살펴보았다.

전략 분석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 문제에서 학생들이 답한 풀이 과정을 통해 정답 혹은 

오답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확인하여 영역별로 사용된 전략 개수를 파악하고 전략 유형

별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이 때, 질적 추측 및 비교 문제의 경우 모든 전략이 질적 추론 

전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적 추론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다른 문제는 앞서 분석한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한 전략들을 정답과 오답에 관계없이 올바른 전략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다. 각 영역별 오류 유형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의 풀이 과정에서 전체 오류의 수를 파

악하고 오류 유형별 빈도수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정답자 중에서도 답은 맞았지만 해결 

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비례 추론에서 하위 영역에 대한 구분을 요약해보면, Lamon(1993)은 양의 측정, 부분-부

분-전체, 관련된 집합 문제, 확대와 축소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Cramer & Post(1993)는 

비례 추론의 평가 영역을 질적 예측과 비교, 수리적 비교하기, 미지값 구하기로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Bethea(2003)는 비례 추론 영역을 미지값, 유사, 비교, 질적 추론과 비교, 절

대적 변화와 상대적 변화, 공변량과 불변량, 대수 추론의 연결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비례 추론 영역을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추측 및 비교 문제로 비와 비례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수 감각

이나 간단한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다. 둘째, 변수의 관계 

속에 미지수를 찾는 미지값 영역 이다. 셋째, 두 비의 값을 비교하는 수리적 비교 영역이

다. 넷째, 변화된 크기를 고려하는 절대적·상대적 변화 영역이다.

본 연구는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 단원을 배우기 전과 후 2번의 검사를 거치므로 

1차 검사지를 개발한 후 1차 예비검사를 거친 후 동형의 문제로 2차 검사지를 개발하였

다. 문헌 검토를 통해 선정한 비례 추론 영역별 한 문제씩 선정하여 한 검사 당 8개 문제

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알맞고 생활 주변 소재를 선택하여 문제를 구성

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비교’의 맥락에서 비례 추론을 살펴본 것으로(첫 번째와 

세 번째 영역), 질적 추측 및 비교는 수리적 비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

는 문제들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수학 교과서에 맞게 재구성했

다. 수리적 비교 영역은 Lamon(1993)의 연구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양의 측정 및 집

합 맥락에서의 비교를 고려하여 2개의 문항을 구성했다.

1. 질적 추측 및 비교 영역에서의 비례 추론 분석

Cramer & Post의 연구(1993)에서는 비례 추론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질적 추측 및 비교 

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추측 및 비교란 특정한 수 값 즉, 양에 의존

하지 않고 주어진 맥락에서 질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적 추론 및 비교에

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은 ‘질적 추론 전략’으로 수적인 양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양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이고 비형식적 지식에 따라 추론하는 것이다. 이는 구

체적인 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거나 “더 많다,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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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같이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비교’의 맥락에서 질적 

추측을 비례 추론의 한 영역으로 보았으며, 두 차례의 비례 추론 검사에서 첫 번째 문항으

로 다루었다. <표 2>는 질적 추측 및 비교 영역을 묻는 검사지 문항으로,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문제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1차 및 2차 비례 추론 검사 학생들

의 반응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4)

영역
선정 

기준

문항

번호
<1차 검사> 문제 <2차 검사> 문제

질적 

추측 

및 

비교

질적 

추측
1

민혜는 어제 코코아 가루 1

봉지를 우유 200mL에 타먹

었습니다. 오늘은 우유 

400mL에 코코아 가루 반 

봉지를 타 먹었다면 코코아 

맛은 어제보다 진해졌을까

요, 아니면 연해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민지와 동현이는 가족 신문을 만들

고 있습니다. 민지가 같은 크기의 사

진 6개를 도화지에 붙였더니 도화지

가 가득 찼습니다. 동현이는 민지보

다 더 큰 크기의 사진을 도화지에 

붙이려고 합니다. 동현이도 6장을 붙

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혹

은 더 적게 붙여야 할까요?

<표 2> 질적 추측 및 비교 영역 검사지 문항

1차 비례 추론 검사 2차 비례 추론 검사

학생 반응 학생 반응 학생 반응 학생 반응

1 A1 12 A3 1 B1 12 A1

2 A2 13 A3 2 B2 13 A3

3 A3 14 A3 3 A2 14 A3

4 A2 15 A3 4 A3 15 A2

5 A3 16 A3 5 B3 16 A3

6 A3 17 A1 6 A3 17 A2

7 A2 18 A3 7 A2 18 A3

8 A3 19 A3 8 B1 19 A3

9 A3 20 A3 9 A1 20 A2

10 A3 21 B1 10 A2 21 B2

11 A3 22 A3 11 A2 22 A2

<표 3> 질적 추론 및 비교 영역 반응 분석

먼저 <검사 1>에서의 1번 문항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1번 학생 1명을 

제외한 21명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는데, 그 유형을 분석하여 크게 3가지 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A1 코드는 임의의 수를 대입하여 해결한 것으로, 비교하기 편한 숫자를 

임의로 정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17번 학생의 경우 임의의 수를 사용했으나 

4) 학생 반응 코드에서 A 코드는 정답, B 코드는 오답으로 구분되며, A1, A2, A3 등은 정답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또한 A1-1, A1-2와 같은 코드는 같은 정답 코드에서 분류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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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코드의 논리적 상황을 제시한 질적 추론과 유사하며, 1번 학생의 경우는 분수 표현을 

이용하고 있어 곱셈 추론 전략 중 분수 전략을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 1차 질적 추론 및 비교 영역 A1 유형(임의의 수 대입)

두 번째 유형인 A2 코드는 그림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림만

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상황을 설명하는 부가적인 도구로 그림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보면 A3 코드와 혼재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1차 질적 추론 및 비교 영역 A2 유형(그림 제시)

 

세 번째 유형은 논리적 기술을 포함한 질적 추론을 한 A3 코드로 정답자의 76.2%의 학

생들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A1와 A2 코드에서 논리적 상황을 함께 제시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95%에 이르는 학생이 논리적으로 질적 추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학

년 학생들의 경우 ‘비교’의 맥락에서 질적 추론을 하는 것은 비례 추론의 관점에서 보

지 않더라도 대부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1차 질적 추론 및 비교 영역 A3 유형(논리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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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류 유형 B1의 경우는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코코아 

가루 반 봉지를 

봉지가 아닌 2봉지로 설정하여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2차 검사>에서는 어떤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동일한 유형으로 비교

의 맥락에서 질적 추론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었으나, 문제의 길이에서의 차이 때문인지 

정답자는 17명으로 4명 감소했다. 그러나 오답의 유형 가운데 문제 이해 오류인 B1과 문

제 해석 오류인 B3 유형을 제외하면 1차 검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1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정답 코드는 부여되었는데, 다음 그림에서 A1 코드와 A2 코드

의 차이점은 임의의 수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있다. 특징은 <1차 검사>와 달리 A2 코드의 

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이 문항이 그림을 통해 설명하지 좋은 문제 

상황임을 반증한 것이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두 차례 검사에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서 

정답을 맞힌 경우가 7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A3 코드에 해당하거나 A2 코드라 하더라

도 논리적 질적 추론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2차 질적 추론 및 비교 영역 A1

유형(임의의 수 대입)

   
[그림 6] 2차 질적 추론 및 비교 영역 A2

유형(그림 제시)

한편 오류 유형의 경우 B1과 B3의 경우 문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B1은 도화지

와 사진을 거꾸로 생각하여 사진의 크기가 고정이고 도화지가 커진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잘못 해결한 경우이며, B3는 도화지 역시 사진 크기와 마찬가지로 커진다고 인식하여 잘

못된 추론을 한 것이다. 반면 B2 유형은 문제를 바르게 이해했으나 가족 신문을 만드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사진이 도화지 범위를 벗어나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오류가 생긴 

것이다.

[그림 7] 2차 질적 추론 및 비교 영역 B2 유형(문제 해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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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 맥락에서 질적 추론을 살펴본 결과, 6학년 학생들은 질적 추론 중에서도 논

리적 과정을 이용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질적 추론 전략을 이용하며, 수가 없는 상황에

서도 임의의 수를 적용하거나 곱셈 추론의 일종인 분수 표현과 같은 비례 추론 전략을 사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을 논리적 과정을 함께 사용하거나 임의의 수를 같이 

대입하는 등 다양한 풀이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질적 추론에

서 수 또는 그림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수학적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수리적 비교 영역에서의 비례 추론 분석

Lamon(1993)은 수리적 비교에 있어서 두 개의 외연적 측정값을 비교하는 양의 측정과 

전체 집합과 그와 관련된 부분집합으로 구성된 부분-부분-전체를 구분했다. 첫 번째 양의 

측정값을 비교하는 것은 두 양 사이의 관계나 길이, 넓은 등과 같은 특성을 표현하는 양의 

확대와 축소의 상황에서 문제로 제시될 수 있으며, 두 번째 집합과 관련된 수리적 비교는 

의미 있는 관계로 연결된 2개의 집합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의 형태로 제시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외연적 측정을 비교하는 문제로는 물건과 돈에 

관계된 가격에 관한 문제(<1차>)와 거리와 시간에서 속력을 구하는 문제(<2차>)를 고안했

다. 그리고 집합의 상황에서 비교하는 문제는 제시된 문제 상황에서 두 요소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수와 먹은 피자의 양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

는 문제(<1차>)와 마트에서 물건값과 쿠폰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2차>)를 각각 검

사 문항으로 제시했다.

가. 양의 측정과 관련된 비교 문제

먼저 <1차 검사>에서 양의 측정과 관련된 비교 영역의 문제에서는 100%의 정답률을 보

인 반면, <2차 검사>의 문항에서는 54.6%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2개의 문항은 모두 양의 

측정에 따른 비교의 맥락을 갖고 있지만, <표 4>에서 보듯 1차의 문제가 이산량을 기준으

로 하다면, 2차의 문제는 연속량의 비교라는 차이를 갖고 있다.

영역
선정 

기준

문항

번호
<1차 검사> 문제 <2차 검사> 문제

수리

적 

비교

양의 

측정
4

상훈이네 꽃집에서는 장미꽃 

15송이를 7500원에 팝니다. 민

준이네 꽃집에서는 장미꽃 25 

송이를 10000원에 팝니다. 어

느 꽃집에서 사는 것이 장미꽃

을 싸게 살 수 있을까요? 

호랑이는 70m를 달리는데 6초

가 걸리고 사자는 100m를 달리

는데 9초가 걸립니다. 호랑이와 

사자 중 누가 더 빠른가요? 

<표 4> 양의 측정과 관련된 수의 비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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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비례 추론 검사 2차 비례 추론 검사

학생 반응 학생 반응 학생 반응 학생 반응

1 A1 12 A1 1 A4 12 A4

2 A1 13 A1 2 B1 13 B1

3 A1 14 A1 3 B1 14 B1

4 A1 15 A1 4 B1 15 B2

5 A1 16 A3 5 B2 16 A1-1

6 A1 17 A1 6 A1-1 17 A1-2

7 A1 18 A3 7 A1-2 18 B1

8 A1 19 A1 8 A4 19 A4

9 A2 20 A1 9 A2 20 A4

10 A1 21 A1 10 B2 21 B1

11 A3 22 A1 11 A4 22 A1-1

<표 5> 수리적 비교 영역(양의 측정) 반응 분석

양의 측정과 관련된 비교 문항에서 정답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81.8%를 

차지한 A1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곱셈 추론 전략 중에 한 집합 안에 있는 두 양의 곱셈

적 관계를 다른 집합에 적용하는 ‘내비교 전략’으로 동일한 단위(1송이 가격)를 만들고 

비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그림 8] 1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A1

유형(내비교 전략)

   [그림 9] 1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A2

유형(잘못된 내비교 전략)

이에 비해 A2 유형은 답은 맞았으나 풀이 과정을 보면, 15송이가 7,500원이고 10송이가 

늘어난 25송이의 가격을 75,000원으로 풀었다. 답은 맞았으나, 잘못된 내비교 전략을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2 유형으로 해결한 9번 학생의 경우, 미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비율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여 비슷한 오류를 범하였고, <2차 검사> 양의 

측정 비교 문항에서도 같은 오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비율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덧셈 추론에서 곱셈 추론으로 넘어가는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A3 유형은 A1 유형과 같이 내비교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A1 유형이 1송이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비교한 것과 달리 A3 유형에서는 25송이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 다른 점

이다. 하지만 전략적인 부분에서 다르다고 보기는 힘들다.

<1차 검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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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이산량인 경우에는 곱셈 추론 전략 가운데 ‘내비교 전략’을 선호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0] 1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A3 유형(내비교 전략-25송이)

 

이제 <2차 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1차 검사>의 문항과 비교해보자. <2차 검사>의 

정답 유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코드를 분류하나, A1에서 2가지 하위 코드로 분류하였다. 

즉, A1-1 유형은 곱셈 추론 중 ‘내비교 전략’을 활용하는데, 거리와 걸린 시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70m와 100m 단위를 예컨대 700m로 통일하여 호랑이의 거리와 걸린 시간, 사자

의 거리와 걸린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에 비해 A1-2 코드는 곱셈 추론 중 

내비교 전략을 활용한 것은 동일하지만, A1-1 코드가 거리를 맞추어서 비교한 것과 달리 

A1-2에서는 시간을 맞추고 있다. 6초와 9초의 공배수를 공통 시간으로 설정하여 호랑이와 

사자가 시간 당 이동한 거리를 비교함으로써 더 빠른 동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A1-1나 

A1-2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은 곱셈 추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2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A1-1 유형(내비교 전략-거리)

    [그림 12] 2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A1-2 유형(내비교 전략-시간)

A2 코드의 경우, 정답은 맞으나 잘못된 곱셈 추론을 바탕으로 덧셈적 비교와 곱셈적 비

교가 섞인 형태였다. 풀이만으로는 학생의 사고 과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경우는 면담

을 실시하였다. 학생이 생각한 풀이 방법은 호랑이가 70m를 가는 동안 6초가 걸리니 50m

를 갈 때는 4초라고 보고 사자는 100m를 이동할 때 9초가 걸리므로 50m를 이동할 때는 

4.5초가 걸리므로 이동시간이 적은 호랑이가 더 빠르다고 생각한 것이다. 곱셈 추론 전략 

중 내비교 전략을 사용하긴 했으나 잘못된 비율로 거리를 계산한 것인데, A2 코드의 경우 

1차와 2차 문항에서 동일한 학생에게서 코드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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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A2 유형(잘못된 내비교 전략)

2차에서만 볼 수 있는 코드는 A4 유형인데, 연속량 비교의 특징일 수 있는 분수 전략을 

사용한 유형이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정하여 단위에 관계없이 분수로 표현한 것으로 

정답자 중 50%의 학생이 이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림 14] 2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A4 유형(분수 전략)

 

한편 오류 유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B1 유형은 A1-1, A1-2의 내비교 전략, 또는 

A4의 분수 전략을 활용하였으나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같은 거리일 때는 시간이 적

게 걸릴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나 B1 유형의 학생들의 면담 결과, 

모두 속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평소 구한 값이 클수록 

정답인 경우가 많아 속력과 관련된 문제와 상관없이 오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2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B1

유형(속도 개념 오인)

   [그림 16] 2차 수리적 비교(양의 측정) B2

유형(잘못된 내비교 전략)

B2 유형은 A2와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 내비교 전

략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거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덧셈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오류가 생

겼다. 호랑이가 70m를 갈 때 6초가 걸리므로 100m를 갈 때는 9초가 걸린다고 해석하여 

비교하여 풀이와 답까지 모두 틀린 경우였다.

양의 측정 비교에서 <2차 검사>의 정답률은 54.6%로 1차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올바른 곱셈 전략을 썼으나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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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력의 개념을 오인한 경우를 전략 측면에서 정답으로 보고, 잘못된 내비교 전략을 사

용한 A2 유형을 오답으로 재분류하여 정답률을 확인해보면 81.8%로 1차 문제에서 A2 유

형을 오답으로 분류한 정답률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학생들이 사용

된 전략은 모두 곱셈 추론 전략에 속하나, 1차의 이산량에서는 ‘내비교 전략’이외 다른 

전략이 등장하지 않는 반면, 2차의 연속량에서는 ‘내비교 전략’과 함께 ‘분수 전략’

이 등장한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곱셈 추론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많은 학생들은 비례 추론에 있어서 곱셈 추론 수준에서의 문제해

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집합과 관련된 수리적 비교 문제

1차 수리적 비교(집합) 문항의 정답률은 81.8%, 2차 수리적 비교(집합) 문항의 정답률은 

63.6%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계산 실수로 인한 오류 유형인 B1을 전략적 측면에

서 정답으로 분류한다면 1차와 2차는 1명 차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영역
선정 

기준

문항

번호
<1차 검사> 문제 <2차 검사> 문제

수리

적 

비교

집합 5

원민이의 생일 파티에서 친구 

8명이 피자 3판을 나누어 먹었

습니다. 다음날 민현이의 생일

파티에서는 친구 10명이 피자 

4판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누

구의 생일 파티에서 피자를 더 

많이 먹었을까요?

송송마트에서는 10000원어치 물

건을 사면 500원 쿠폰을 줍니

다. 생생마트에서는 12000원어

치 물건을 사면 700원 짜리 쿠

폰을 줍니다. 어느 마트에서 물

건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일까요?

<표 6> 집합과 관련된 비교 문항

1차 비례 추론 검사 2차 비례 추론 검사

학생 반응 학생 반응 학생 반응 학생 반응

1 A4 12 B2 1 A4 12 B2

2 A4 13 A4 2 A4 13 A4

3 A1-1 14 A1-2 3 A4 14 B3

4 A4 15 A4 4 A4 15 A4

5 A1-1 16 A1-1 5 B1 16 A4

6 A4 17 A1-2 6 A1-1 17 B1

7 A4 18 B3 7 B2 18 A4

8 A1-1 19 A1-1 8 C 19 A4

9 A1-1 20 A1-1 9 B3 20 A4

10 B1 21 A1-1 10 B1 21 A4

11 A1-1 22 B4 11 A1-1 22 A4

<표 7> 수리적 비교 영역(집합) 반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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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사>에서 정답 유형 중 A1-1과 A1-2는 곱셈 추론 중 ‘내비교 전략’을 사용한 

경우이다. A1-1 유형은 피자 1판을 8조각 또는 6조각으로 가정하여 1사람 당 먹을 수 있

는 피자의 양을 비교한 것이고, A1-2 유형은 사람 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먹는 양을 비교

한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한 판의 피자를 여러 조각을 내거나 피자와 사람을 분수로 나타

내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사람 수를 변동시키는 것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비율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사람 수를 같게 만들어서 내비교 전략을 사용하였

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림 17] 1차 수리적 비교(집합) A1-1

유형(내비교 전략-피자조각)

   
[그림 18] 1차 수리적 비교(집합) A1-2

유형(내비교 전략-사람 수)

A4 유형은 곱셈 추론 중 분수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한 방법이다. 3판을 8명이 나누어 

먹는 것을 

로 보고 4판을 10명이 나누어 먹는 것을 


으로 나타내 1사람 당 먹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하여 풀이한 것이다.

오답 유형 가운데 B2 코드는 A4 정답 코드와 같이 볼 수 있는데, 같은 분수 전략을 사

용하였지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잘못 정하여 반대로 푼 것이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혹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면담에서 비에 대한 개념 확인 결과 기준량과 비교

하는 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 해당한다. 이는 

보통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는 것이 익숙하여 분수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준량

과 비교하는 양을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1차 수리적 비교(집합) A1

유형(분수 전략)

   
[그림 20] 1차 수리적 비교(집합) B2

유형(잘못된 분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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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유형에서 다른 코드를 살펴보면 잘못된 내비교 전략을 사용한 B1 유형, 계산 오류

인 B3 유형, 잘못된 절대적인 비교 B4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1 유형은 피자를 조

각내어 내비교를 하고자 하는 A1-1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피자를 다른 수로 조각내

어 오류가 생긴 경우이다. B3 코드는 피자 한판을 12조각으로 생각하여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하는 올바른 내비교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계산 과정에서 4판=48조각, 

48÷10을 4.8이 아닌 4.2로 잘못 계산하여 3판=36조각, 36÷8=4.5와 비교해서 오답이 나온 

경우이다. 그리고 B4 코드는 피자의 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수만을 절대적으로 비교하

여 오류가 생긴 유형이다. 풀이 과정 보다 정답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된 

질적 추론으로 사람 수가 많은 쪽이 적게 먹을 것이라 미리 생각하고 비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1차 수리적 비교(집합) B1

유형(잘못된 내비교 전략)

   
[그림 22] 1차 수리적 비교(집합) B4

유형(잘못된 질적 추론 전략)

<2차 검사>에서 정답 유형부터 살펴보면, 1차와 달리 ‘내비교 전략’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분수 전략을 활용한 A4 유형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물건 값을 기준량

으로 두고 쿠폰 값을 비교하는 양으로 보아 분수의 형식을 빌려 두 마트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23] 2차 수리적 비교(집합) A4 유형(분수 전략)

또 다른 특징은 A5 코드인데, 이 유형은 물건의 값을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의 쿠폰 값

을 비교한 것으로 곱셈 추론 중 내비교 전략이 사용되었으나, 이 전략은 물건 값을 동일하

게 만들기 위해 비-단위 전략을 함께 사용했다는 점에서 앞서 보았던 A1-1, A1-2 전략과 

구분된다. 물건값을 생생마트와 같게 만들기 위해 송송마트의 물건값 10000원일 때, 쿠폰 

값 500원을 물건값 2000원일 때, 쿠폰 값 100원으로 단위화한 후 비교했다는 점이 특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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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차 수리적 비교(집합) A5 유형(비-단위 전략)

한편 오답 유형으로는 물건 값과 쿠폰 값과의 관계를 간과하여 생각한 B1 유형과 문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B2 유형과 절대적인 가격 비교를 인한 B3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B1 유형부터 살펴보면, A1-1의 내비교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물건 값과 쿠폰 값의 

관계, 즉 물건 값이 작을 때 쿠폰 값이 높을수록 이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해결한 

경우이다. 이는 앞선 사례에도 보듯이 보통 문제에서 수가 클수록 정답인 경우가 많아 이

런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5] 2차 수리적 비교(집합) B2

유형(문제 이해 부족)

   
[그림 26] 2차 수리적 비교(집합) B2 유형

(문제 해석 부족)

B2 유형 역시 문제 이해 부족이나 분수 전략이나 내비교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이익이라

는 개념을 오인하여 생긴 B1 유형과 달리 문제 자체를 다르게 해석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이는 수학 문제를 실생활 경험에 적용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7번 학생

의 경우 200원을 더 얻기 위해 2,000원을 사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10,000원 어치 물건을 사고 500원 쿠폰을 받는 송송마트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였다. 비

슷한 맥락으로 [그림]과 같이 쿠폰이 정확히 어떤 쿠폰인지 모르는데 돈을 더 주고 생생마

트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송송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B3 코드는 물건 값 당 쿠폰 값이라는 비율(비례)적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물건 값에서 

쿠폰 값을 뺀 값만을 비교함으로써 오류가 나타난 유형이다. 학생들의 풀이과정에서 살펴

보면 (물건 값)-(쿠폰 값)으로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전략을 찾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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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차 수리적 비교(집합) B3 유형(절대적 비교)

  

수리적 비교(집합) 영역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주로 분수 전략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으며 내비교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단위에 대한 양을 생각하거나 문제 내의 수 범위

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주어진 수의 조건을 크게 변동시킨 경우는 드물

었다.

실생활 경험에 대입하거나 계산 오류를 제외하고 같은 수치적 비교임에도 양의 측정 문

제에서와 달리 절대적인 비교로 인한 오류도 등장했다. 그러나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

른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한 질적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생활에서도 서로 연관이 있는 개념을 통해 다른 경우를 

비교하는 속도나 물건 값과 같은 양의 측정 관련 문제에 비해 문제 상황 속에서만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집합 관련 문제를 보다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곱셈 추론의 분수 전략이나 내비교 전략, 그 속에서 비-단위 전략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의 측정 비교와 곱셈 추론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례에 대한 형식적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례 추론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해봄으로써 ‘비교’와 관련해서 비례 추론에 대한 학생

들의 어려움 이해하고 앞으로의 비례 학습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군에서 비와 비율의 개념을 학습하고 있으나, 비와 비

율 모두 그 개념이 명료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박교식, 2010). 

비와 비율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두 양을 비교한 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

라, 상황이나 크기가 바뀌어도 그 안에 내재하는 관계가 같다는 구조의 불변성을 인식하

는 것이다(정은실, 2003b). 따라서 비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비, 비율 개념의 본

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곧, 이는 비례 추론이 중등수학에서 학습한 이후에야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은영(2013)의 연구는 초등학교 4학

년을, 홍수영(2006)의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을, 권미숙·김남균(2009)의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비례 추론 능력을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

등학생들이 비와 비율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형식적 지식 측면보다는 비와 비율 

개념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례 추론 관련 문제해결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비와 비율 단원을 배우

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두 개의 검사를 비교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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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영역 가운데 ‘비교’의 맥락에 해당하는 2개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문제들을 통

해 정답 유형과 오답 유형을 분류·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비례 추론 전략과 수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문제의 조건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비례 추론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비교’의 맥락에서 질적 추론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

며, 같은 비례 추론 영역의 문제에서도 1차 비례 추론 검사는 곱셈 추론 전략을 사용하다

가도 2차 비례 추론 검사에서는 덧셈 추론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 자신이 속한 비례 추론 수준에 관계없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편

리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덧셈 추론 전략만을 쓴다

고 해서 그 학생이 2단계 덧셈적 추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정확한 비례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비례 추론 문제를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대다수 3단계 곱셈적 추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례 추

론 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전략으로는 분수 전략과 간비교, 내비교 전략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3단계 곱셈적 추론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덧셈 추론 전략을 활용하더라도 

한 단위 전략 등 곱셈 추론 전략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물론 첫째에서 밝힌 것과 같이 모든 문제를 곱셈 추론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양 사이의 곱셈 관계를 주목하고 그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므로 곱

셈적 추론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절대적·상대적 변화 영역의 

공변량과 불변량 문제에서 공변량의 관계를 인식하고 곱셈 추론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므

로 양이 변화하는 동안 양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함을 알고 곱셈적 추론을 발전시

키는 4단계 절대적·상대적 변화 비교 가능 수준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을 아직 어려워한다. 둘째에서 

언급 했듯이 몇몇 학생들은 양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함을 알고 곱셈적 추론을 발

전시키는 즉,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낮은 정답률과 절대적인 비

교로 인한 오답 유형들을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사고에 의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례 추론 문제

와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문제에 제시된 수에 가장 집중한다. 절대적·상대적 변

화 영역의 문제를 분석 해본 결과 학생들은 상대적 비교를 통한 비례 추론 전략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문제에 제시된 수에 따라 많이 좌우되었다. 즉, 문제에서 비교하는 양이 같은 

경우 기준량이 다르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절대적 비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비교하는 양이 다를 경우 상대적 비교를 생각하거나, 보다 다양한 접근과 비례 추론 전략

을 활용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문제의 원리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기 보다는 주

어진 수만을 보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것은 문제 이해 오류로 인한 오답이 많

은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비롯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례 추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

의 비례 추론 상황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문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신의 비례 추론 수

준보다 낮은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비례 추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제시된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와 소수 등 다양한 형태의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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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학생들의 비례 추론 수준을 확

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4단계 절대적·상대적 변

화 비교 가능 수준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상대적 사고에 의한 비교가 가능한 비례 추론 문

제를 개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3단계 수준인 곱셈적 추론 단계에 머물고 있다. 높은 상위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비교의 상황 및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며 따라서  

4단계 수준과 관련된 문제 개발 및 적용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비례 추론 문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이 비례 추론 상황을 일차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에 대

한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비례 추론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적 비교가 필요한지, 절대

적 비교가 필요한지, 덧셈적 상황과 곱셈적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이나 조건, 원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제시된 수에 집중해서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

다. 따라서 비례 추론 상황에서 비와 비율, 비례 개념을 먼저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

시된 수의 역할과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해결전략이 수반될 

수 있는 비례 추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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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Proportional Reasoning Understanding of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focusing to‘comparison’situations-

Park, Ji Yeon5); & Kim, Sung Joon6)

The elements of mathematical processes include mathematical reasoning, mathematical 

problem-solving, and mathematical communications. Proportion reasoning is a kind of 

mathematical reasoning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atio and percent concepts. 

Proportion reasoning is the essence of primary mathematics, and a basic mathematical 

concept required for the following more-complicated concepts. Therefore,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portion reasoning ability of sixth graders of primary school who have 

already learned the ratio and percent concepts. To allow teachers to quickly recognize 

and help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solving a proportion reasoning problem,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proportion reasoning of sixth graders of 

prim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learning and 

teaching of future proportion reasoning of higher levels.

In order to solve these study tasks, proportion reasoning problems were developed, and 

a total of 22 sixth graders of primary school were asked to solve these questions for a 

total of twice, once before and after they learned the ratio and percent concepts 

included in the 2009 revised mathematical curricula. Students’ strategies and levels of 

proportional reasoning were analyzed by setting up the four different sections and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patterns of correct and wrong answers to the questions of 

each section.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 6th graders of primary school were able to utilize various proportion 

reason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and patterns of mathematical 

assignments given to them. Second, most of the sixth graders of primary school remained 

at three levels of multiplicative reasoning. The most frequently adopted strategies by 

these sixth graders were the fraction strategy, the between-comparison strategy, and the 

within-comparison strategy. Third, the sixth graders of primary school often showed 

difficulty doing relative comparison. Fourth, the sixth graders of primary school placed 

the greatest concentration on the numbers given in the mathematical questions.

Key words: mathematical reasoning, proportion reasoning(ability, problem), sixth graders 

of primary school, multiplicative reasoning, relativ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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