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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이중 척도 모델에 관한 분석 1)

서 은 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생)

조 선 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생)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중 척도 모델은 서로 다른 두 척도를 이용하는 시각

적 모델로(정영옥, 2015), 그동안 이중 척도 모델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이중수직선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중 척도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

본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단원의 학습 내용, 제시 목적, 형태의 변화 과정

및 문제 맥락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중 척도 모델은 곱셈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연결하여

지도하는 데 유용한 시각적 모델이며 특히 비율 맥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

라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목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형태를 단계적으로 도식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중 척도 모델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에 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I. 서론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수학적

으로 표현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학생

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수학적 표현 중에 적

합한 것을 선택하고 적용하며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CCSSI, 2010; NCTM, 2000). 우리나라 2015 개정 수

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

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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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

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예, 정영

옥, 2013, 2015; Küchemann, Hodgen, & Brown, 2011;

Orrill & Brown, 2012).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시각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이

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각적 표현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중 척도 모델의 한 형태인 이중수직선(double

number lin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예, 김

가영, 2018; 김양권, 홍진곤, 2016; 서은미, 방정숙, 이

지영, 2017; 임재훈, 이형숙, 2015; 장혜원, 임미인, 유

미경, 박혜민, 김주숙, 이화영, 2018). 이중 척도 모델은

시각적 모델의 위, 아래에 서로 다른 두 척도를 사용

하는 것으로 비표(ratio table), 막대 모델(bar model),

이중수직선 등이 있다(정영옥, 2015). 이중수직선은 학

생들이 덧셈적 접근에서 벗어나 곱셈적으로 사고하도

록 돕는 장점이 있고(Küchemann et al., 2011), 두 양

을 포함하는 두 수직선을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늘이

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므로 양들 사이의 비례적인 관계

가 유지된다(Orrill & Brown, 2012).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최근 이중수직선을 활용한 연구는 주로 비례

추론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김양권과 홍진곤(2016)의

연구에서는 비례 추론뿐만 아니라 나눗셈의 포함제와

등분제를 나타내는 데에도 이중수직선이 유용함을 밝

혔고, 장혜원 외(2018)는 이중수직선을 분수와 소수의

곱셈 및 나눗셈, 백분율과 비례식의 성질을 학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등 이중수직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혜원 외(2018)의 연구에서는 일본, 대만, 싱

가포르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이중수직선을 포함한 다

양한 형태의 이중 척도 모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중 척도 모델이 계산 결과의 어림, 개념 및 원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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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

음을 밝혔다. Murata(2008)의 연구에서도 일본 교과서

에서 띠(tape diagram)를 다양한 주제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에 도

움이 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띠는 다양한 형태

로 제시되고 결국 이중 척도 모델로 변화된다. 이를

통해 이중 척도 모델이 여러 주제를 학습하는 데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 이중 척도 모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중수직선에

한정되어 있고, 이중수직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연구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이중수직선을 체계적으

로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

히 Murata(200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중수직선

이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도입되고 저학년부터

이런 시각적 표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중수직선을 수학 수업에서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중 척도 모

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학습 내

용 및 순서를 알아보고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 지도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

학교에서 수학 학습 내용에 이중 척도 모델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이

중 척도 모델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기틀을 마

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중 척도 모델에 대한 예시 및 선행 연구 분석

이중 척도 모델 중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제시하고

있는 비표와 막대 모델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

표는 주로 비와 비례 문제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각 행에서는 수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 나타나고, 각 열은 동치 관계를 갖는 비의 순서

쌍으로 이루어진다(Broekman, van der Valk, &

Wijers, 2000).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된 비표의 예는

[그림 1]과 같다. 교과서에 제시된 비표는 두 비의 전

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변

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학

생이 탐색하여 찾아내기 보다는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

에 의존하여 비의 성질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

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은미 외 2017). 비표는 수를 이용하여 두 양의 관계

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비와 비례식의

성질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므로(정영옥, 2015),

학생들에게 이를 탐색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림 1] 비표의 예(교육부, 2018b, p. 43)

[Fig. 1] An example of ratio table

막대 모델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척도를 막대 모양

의 띠에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정영옥, 2009). 막대 모

델은 [그림 2]와 같이 분할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도 있지만 [그림 3]처럼 학생들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양이 같은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용하여 분

할하도록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막대 모델을 단순히 값을 어림해 보는 용도로만 사용

할 수도 있고, [그림 3]의 경우처럼 비례 추론을 사용

하여 40대의 차 중 24대의 백분율을 구하는 것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임

재훈과 이형숙(2015)은 교과서에서 막대 모델을 활용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림

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의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그림 2] 막대 모델의 예(교육부, 2018a, p. 114)

[Fig. 2] An example of b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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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막대 모델의 다른 예(van den Heuvel-

Panhuizen, 2003, p. 22)

[Fig. 3] Another example of bar model

한편 [그림 4]와 같이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의

이중 척도 모델도 있다. 이는 Murata(2008)가 분석한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형태로, 띠 1개에 수직선을 구

성하기도 하지만 띠 2개와 수직선을 함께 구성하기도

한다. 띠 2개와 수직선이 함께 구성된 형태에서는 각

각의 띠가 같은 척도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4]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의 예(Murata,

2008, p. 381)

[Fig. 4] An example of forms synthesizing tape

diagram and number line

이중수직선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장혜원 외(2018)에

서는 [그림 5]와 같이 이중수직선의 특성으로 고유의

단위를 갖는 두 수직선을 위, 아래에 배치하고, 시작점

은 0이 되며 끝은 열려 있는 것으로 제시하기도 하였

다. 이중수직선은 각 수직선의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양을 같은 비율로 늘이거나 줄이는 활동을 통해 만들

어지고, 하나의 값으로 다른 값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비례 추론을 촉진할 수 있다(Orrill & Brown, 2012).

[그림 5] 이중수직선의 예(장혜원 외, 2018, p. 237)

[Fig. 5] An example of double number line

이중수직선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Beckmann과 Izsák(2015)은 비와 비례 관계에 대한 두

가지의 양적 관점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다중 묶음 관

점(multiple-batches perspective)을 이중수직선을 활용

하여 설명하였다. 다중 묶음 관점은 비 A:B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두 양이 공변하는 관계를 묶음의 수로

변화시키는 관점으로, Beckmann과 Izsák(2015)은 이중

수직선을 이용하여 두 양의 측정 단위에 관계없이 공

변 관계를 시각적인 길이를 통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

에 비례 추론에 유용하다고 밝혔다.

Beckmann과 Izsák(2015)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

내 연구에서는 이중수직선이 비례 추론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임재훈과 이형숙(2015)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비례

식과 비례배분 단원에 제시된 실생활 문제의 각 유형

이 Beckmann과 Izsák(2015)의 양적 관점에 어떻게 연

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교

과서의 비례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중수직선 모

델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김가영(2018)과 서

은미 외(2017)의 연구에서는 이중수직선을 활용하여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을 재구성하여 구현하였는데,

그 결과 이중수직선이 비례 추론과 관련된 개념을 이

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비례 추론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내용에서도 이중

수직선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Küchemann 외

(2011)는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중수직선을 이용

하여 동치분수와 백분율 등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곱셈적으로 사고하는 데 이

중수직선이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문제 맥

락의 곱셈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이중수직선의 분할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김양권과 홍진곤(2016)은 비율과 비례배분 외에도 초

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등분제와 포함제를 지도하면

서 이중수직선을 활용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중수직

선이 나눗셈의 각 맥락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됨을 밝혔다. 장혜원 외(2018)는 선행연구 및 외

국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중수직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

례배분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중수직선을 제시할 때는 일관된 형태를

유지할 것, 이중수직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추출할 것, 이중수직선에서 아래 수직선 1의 의

미를 고려한 문제 맥락을 제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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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막대 모델,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 이중

수직선은 양의 곱셈적 관계를 시각적인 길이를 통해

탐색하지만 비표는 수를 중심으로 곱셈적 관계를 살펴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

시된 이중 척도 모델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이중 척도 모델 중 양감을 바탕으로

곱셈적 관계를 탐구하는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

및 이중수직선에 초점을 두고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

와 그 변화 과정 및 활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2. 곱셈의 배 개념 및 내포량

이중 척도 모델은 서로 다른 두 척도를 같은 곳에

배치하고, 같은 비율로 변화하므로 기본적으로 곱셈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변화한다(Orrill &

Brown, 2012). 이에 곱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배

개념과 곱셈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핵심이 되는 내포

량을 지도하기에 용이하다.

곱셈의 개념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곱셈은

개념적으로 동수누가(반복 덧셈), 배, 순서쌍으로 구분

할 수 있다(강흥규, 2009; 정영옥, 2013). 이 중 배 개

념은 5×3을 5의 3배로 인식하는 것으로, 피승수가 이

산량이거나 연속량이면 5×3의 결과 값도 이산량이거나

연속량이 된다(정영옥, 2013). 그러나 3은 이산량도 연

속량도 아닌 피승수와 결과 값 사이의 배 관계를 나타

낸다(강흥규, 2009). 강흥규(2009)는 곱셈을 동수누가로

도입하는 것이 계산 기능을 중시한 교육과정의 영향으

로 강조되었지만, 배 개념이 덧셈과 구별할 수 있는

곱셈의 본질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배 개념이 곱셈에

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나눗셈, 분수, 비

와 비율로 확장되는 기반이 됨을 언급하면서 배 개념

을 중심으로 한 곱셈의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외연량(extensive quantity)은 보통 세거나 측

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이지만, 내포량(intensive

quantity)은 두 외연량으로 만들어지고, 두 외연양 사

이의 관계를 나타낸다(Schwartz, 1988). Schwartz

(1988)에 따르면, 모든 양은 지시체(referent)를 가지는

데, 곱셈에서 피승수, 승수, 결과 값의 지시체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 상자 당 구슬

5개가 있을 때 3상자에 담긴 구슬의 수를 알아보는 문

제에 대해 5×3=15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때, 피승

수의 양의 지시체는 ‘상자 1개 당 구슬의 수’이고, 승수

의 양의 지시체는 ‘상자의 수’이며, 결과 값의 양의 지

시체는 ‘구슬의 수’이다. 여기서 피승수의 양의 지시체

인 ‘상자 1개 당 구슬의 수’는 ‘구슬의 수’와 ‘상자의

수’라는 두 외연량 사이의 관계로 표현되므로 내포량

이 된다. 이처럼 곱셈에서는 피승수, 승수, 결과 값에

대한 양의 지시체가 각각 다르지만 결국 연결되어 있

고, 피승수나 승수에는 두 개의 외연량의 사이의 관계

를 의미하는 내포량이 포함되므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Schwartz, 1988). 이에 이지영(2018)은 곱셈을 학

습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내포량이 초등학교 수학 교

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곱셈과 관련된 단원에서 내포량을 명시적이고 체계적

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곱셈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는 데 있어

배 개념과 내포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

하는 문제 맥락에서 곱셈의 배 개념과 내포량을 어떻

게 다루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이중 척도 모델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에 관해 분

석하여 이중 척도 모델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탐색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6종 교과서 중에서 가

장 점유율이 높아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에 많이 활용

되며(이재춘, 김선유, 강홍재, 2008), 이중 척도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東京書籍의 新しい算數(이

하 일본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藤井斉亮 외,

2013a, b, c, d, e, f, g). 일본 교과서에 이중 척도 모델

이 3학년부터 제시되므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단원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학습 내용을 다루는 본 차

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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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arpenter 외(1999, pp. 66-67)가 제시한 문제 맥락의 분류 예시

[Table 2] Examples of problem contexts by Carpenter et al. (1999, pp. 66-67)

유형 곱셈 측정 나눗셈 분할 나눗셈

묶기 및 분할

사과나무 4그루가 있다. 각

나무에 6개의 사과가 달려있

다. 사과는 모두 몇 개인가?

사과나무가 몇 그루 있다.

각 나무에 사과가 6개 달려

있는데 사과의 총 개수는 24

개이다. 사과나무는 몇 그루

인가

사과나무가 4그루 있다. 각

나무에 같은 수의 사과가 달

려 있다. 사과의 총 개수가

24개라면 각 나무에 달린 사

과는 몇 개인가?

비율

1시간에 3km를 걷는다. 5시

간 동안 몇 km를 걷겠는가?

1시간에 3km를 걷는다.

15km를 걸었다면 몇 시간

걸렸을까?

15km를 걷는데 5시간이 걸

렸다. 1시간 동안 걸은 거리

는 몇 km인가?

가격

과자 1개의 가격이 400원이

라면 과자 5개의 가격은 얼

마인가?

과자 1개의 가격은 400원이

다. 2800원으로 사과 몇 개

를 살 수 있는가?

과자 7개를 2800원에 샀다.

과자의 가격이 모두 같다면

과자 1개의 가격은 얼마인

가?

곱셈적 비교

기린의 키는 캥거루 키보다

3배 더 크다. 캥거루의 키가

1m라면 기린의 키는 몇 m

인가?

기린의 키는 3m이고 캥거루

의 키는 1m이다. 기린의 키

는 캥거루의 키의 몇 배인

가?

기린의 키는 3m이고 기린의

키는 캥거루의 키보다 3배

더 크다. 캥거루의 키는 몇

m인가?

장혜원 외(2018)의 연구에서 동일한 일본 교과서에

대해 이중 척도 모델이 도입되는 시기, 제시 형태, 학

습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이 일본 교과서의 어떤 학습 내

용에서,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여 지도하고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분석의

내용과 초점을 설정하였다. 먼저 이중 척도 모델이 각

학년의 어떤 단원에서 제시되며 관련된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중 척도 모델을 제시한 목적을

도출하였다.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에 관해 살펴

볼 때는 ‘곱셈 및 나눗셈’, ‘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곱셈과 나눗셈의 거의 모든 단원에서 ‘배’의

개념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 때 제시되는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가 ‘곱셈 및 나눗셈’에 제시되는 것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 형태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띠가 어떻게 분할되고 있

는지, 문제에서 주어진 양과 구하고자 하는 양(□)을

띠나 수직선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눈금과 화살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이중 척도 모델에 관한

분석의 초점

[Table 1] Focus of analyzing double scale models

presented in Japanese mathematics textbooks

분석

내용
분석의 초점

학습

내용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단원의 학

습 내용은 무엇인가?

제시

목적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목적은 무엇

인가?

제시

형태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 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문제

맥락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문제 맥락

의 특징은 어떠한가?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문제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Carpenter, Fennema, Franke, Levi와 Empson

(1999, pp. 66-67)이 제시한 분석틀을 참고하였다([표

2] 참조). Carpenter 외(1999)는 먼저 문제에서 구하고

자 하는 양이 무엇인가에 따라 곱셈 맥락, 측정 나눗

셈(포함제) 맥락, 분할 나눗셈(등분제) 맥락으로 구분

하고, 각각에 대해 묶기 및 분할, 비율, 가격, 곱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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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단원의 학습 내용

[Table 3] Learning contents of units dealing with double scale models

학년 단원명 학습 내용

3학년 上
9. 곱셈의 필산(1)

․몇 십, 몇 백을 곱하는 계산 문제

․(두 자리 수)×(한 자리 수), (세 자리 수)×(한 자리 수)

10. 큰 수의 나눗셈 ․(몇 십)÷(몇), (두 자리 수)÷(한 자리 수)

3학년 下
15. □를 사용한 식 ․모르는 수를 □로 두고 곱셈식 만들기

16. 곱셈의 필산(2) ․몇 십을 곱하는 계산 문제, 두 자리 수를 곱하는 문제

4학년 上 3. 나눗셈의 필산(1)

․몇 십, 몇 백을 나누는 계산 문제

․(두 자리 수)÷(한 자리 수), (세 자리 수)÷(한 자리 수)

․배의 계산

4학년 下 15.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 한 자리 수)×(한 자리 자연수), (소수 두 자리 수)×(한 자리 자연수)

․(소수 한 자리 수)÷(한 자리 자연수), (소수 두 자리 수)÷(한 자리 자연수)

․소수 배

5학년 上

3. 소수의 곱셈
․(몇 십)×(소수 한 자리 수), (소수 두 자리 수)×(소수 한 자리 수)

․소수 배

4. 소수의 나눗셈

․(몇 백)÷(소수 한 자리 수), (소수 두 자리 수)÷(소수 한 자리 수)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소수 배와 나눗셈

7. 비교하는 방법(1) ․평균, 단위량 당 크기

8. 분수와 소수 ․분수 배

5학년 下
12. 비교하는 방법(2) ․비율과 백분율

14.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자연수), (분수)÷(자연수)

6학년 上

3. 분수의 곱셈 ․(분수)×(분수)

4. 분수의 나눗셈
․(분수)÷(분수)

․분수 배

8. 속력 ․속력

비교 맥락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묶기 및

분할은 몇 개씩 몇 묶음과 같이 똑같은 집합으로 묶거

나 분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비

율과 가격은 1시간에 몇 km, 1개에 얼마와 같이 1의

단위에 해당하는 양(단위량)이 문제에 제시되어 이를

이용하거나, 문제의 다른 조건을 이용하여 단위량을

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곱셈적 비교는 한 양이 다른

양의 배수가 되는 상황에서 두 양을 비교하고, 한 양

이 다른 양보다 몇 배나 더 큰지에 관한 조건이 문제

에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되, 가격의 경우는 비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비율과 가격을 같이 묶어 비율 맥락으로 분류하

였다. 문제 맥락을 분류할 때는 각 단원의 본 차시에

제시된 모든 문제 맥락(총 58개)을 대상으로 하여 각

각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1장에 20엔인 도화지를 3

장 샀습니다. 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藤井斉亮

외, 2013a, p. 91)와 같은 문제 맥락은 곱셈이면서 비율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학습 내용

일본 교과서 3～6학년에서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

된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곱셈과 나눗셈 관련 단원, 또

는 비율과 관련된 단원에서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하

고 있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 上권부터 4학년

上권까지는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 이중 척

도 모델을 사용하였고, 4학년 下권부터 6학년 上권까

지는 소수와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 및 비율의 개

념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중 척도 모델이 처음으로 제시되는 단원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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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권의 9단원 <곱셈의 필산(1)>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몇 십, 몇 백을 곱하는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1장에 20엔인 도화지를 3장 샀습니다. 내야 할 금

액은 얼마입니까?’와 같은 문제 맥락을 제시한다([그림

6] 참조). 그런 다음 이중 척도 모델과 말로 된 식을

제시하고, 이 둘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20×3=60의 식을

세우도록 지도한다. 식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20×3의

값을 구하는 원리를 지도하는데 20+20+20=60이 되는

동수누가의 방법이 아닌, 2×3=6을 이용하여 6의 10배

인 60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곱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답도 10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곱

셈의 의미를 배의 개념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단원의 학습 내용은 문제 맥락

의 제시, 이중 척도 모델과 말로 된 식을 이용하여 식

세우기, 계산 원리 탐색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이중 척도 모델을 처음으로 활용한 내용(藤

井斉亮 외, 2013a, pp. 91-92)

[Fig. 6] The first content using a double scale model

한편 경우에 따라 유사한 학습 내용임에도 불구하

고, 이중 척도 모델을 반복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전혀

제시하지 않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4학년 上권의 3단

원 <나눗셈의 필산(1)>에서는 몇 십, 몇 백을 나누는

계산 문제와 (두 자리 수)÷(한 자리 수)의 문제가 제시

되는데, 이는 3학년 上권의 10단원 <큰 수의 나눗셈>

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이다. 3학년에서 이중 척도 모

델을 사용하여 간단히 학습했던 내용을 4학년에서도

동일하게 이중 척도 모델을 이용하여 반복해서 지도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나눗

셈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개념을 상기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은 나눗셈 문제에서 식을 세우는 방법을 다

시 한 번 파악하고 4학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나눗

셈의 원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4학년 上권의 8단원에서는 <나눗셈의 필산

(2)>가 제시되는데 3단원 <나눗셈의 필산(1)>과 유사

한 학습 내용을 다루지만 이중 척도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단원 <나눗셈의 필산

(1)>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 십, 몇 백을 나

누는 계산 문제, (두 자리 수)÷(한 자리 수), (세 자리

수)÷(한 자리 수)의 학습 내용을 다루는데 띠와 수직

선을 합성한 형태의 이중 척도 모델과 묶음 모델을 함

께 제시하였다. 8단원 <나눗셈의 필산(2)>에서는 (몇

십)÷(몇 십), (두 자리 수)÷(두 자리 수), (세 자리

수)÷(두 자리 수)의 학습 내용이 제시되는데 이중 척

도 모델은 사용하지 않고 묶음 모델만을 활용하였다.

[그림 7] 분할 나눗셈 맥락에서 이중 척도 모델과 묶

음 모델을 사용한 예(藤井斉亮 외, 2013c, p. 31)

[Fig. 7] An example using a double scale model and

a bundle model in the context of partitive division

[그림 8]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 묶음 모델을 사용한

예(藤井斉亮 외, 2013c, p. 103)

[Fig. 8] An example using a bundle model in the

context of measuremen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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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제 맥락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4학년 上권의 3단원에서는 [그림 7]과

같이 ‘80장의 색종이를 4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색종이의 양’을 구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고, 8단원에서는 ‘60장의 색종이

를 20장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에 관한 문제가 제시되었다([그림 8] 참조).

Carpenter 외(1999)의 분석틀에 의하면 두 문제 모두

묶기 및 분할 맥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분할 나눗셈 맥락이고 후자는 측정 나눗셈 맥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3단원에서는 분할 나눗셈 맥

락을, 8단원에서는 측정 나눗셈 맥락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8단원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주로 분할 나눗셈 맥락에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맥락에 관한 내용은 관련 절에

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곱셈과 나눗셈을 다루는 단원은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다.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수의 범위로 곱셈과 나눗셈의 학습 내용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예를 들어,

5학년 上권의 3단원 <소수의 곱셈>에서는 (몇 십)×

(소수 한 자리 수), (소수 두 자리 수)×(소수 한 자리

수), (몇 십)×(소수 한 자리 수)의 순서로 학습한다. 이

와 유사하게 5학년 上권의 4단원 <소수의 나눗셈>에

서는 (몇 백)÷(소수 한 자리 수), (소수 두 자리 수)÷

(소수 한 자리 수), (몇 백)÷(소수 한 자리 수)의 순서

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자

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시각적 모델을 사용하

여 유사한 패턴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

들에게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이중 척도 모델

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학습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숙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곱셈과 나눗셈을 다루는

거의 모든 단원에서 배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는 것이다. 4학년 上권의 3단원 <나눗셈의 필

산 (1)>에서 처음으로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다룬다([그림 9], [그림 10], [그림

11] 참조).

[그림 9] 유형 ①: 문제에 제시된 두 양을 이용하는

경우(藤井斉亮 외, 2013c, p. 44)

[Fig. 9] The first type: Using two quantities presented

in the problem

[그림 10] 유형 ②: 문제에 제시된 단위량을 이용하여

다른 양을 구하는 경우(藤井斉亮 외, 2013c, p. 45)

[Fig. 10] The second type: Finding the other quantity

using the unit quantity presented in the problem

[그림 11] 유형 ③: 문제에 제시된 양을 이용하여 단

위량을 구하는 경우(藤井斉亮 외, 2013c, p. 46)

[Fig. 11] The third type: Finding the unit quantity using

a quantity presented in the problem

첫 번째 유형은 ‘아빠 고래의 길이는 15m이고 아기

고래의 길이는 3m이다. 아빠 고래의 길이는 아기 고래

길이의 몇 배인가?’처럼 두 양을 제시하고 한 양(아빠

고래의 길이)이 단위량(단위 1에 해당하는 양, 아기 고

래의 길이)의 몇 배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두 번

째 유형은 ‘아기 기린의 키는 180cm이고 아빠 기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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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아기 기린의 키의 3배이다. 아빠 기린의 키는 몇

cm인가?’와 같이 단위량(아기 기린의 키)을 알 때 다

른 양(아빠 기린의 키)이 얼마인지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빠 표범의 무게는 아기 표범 무게의 6

배인데 72kg이다. 아기 표범의 무게는 몇 kg인가?’처

럼 주어진 양(아빠 표범의 무게)을 이용하여 단위량(아

기 표범의 무게)을 찾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다른 양이

단위량의 몇 배가 되는지를 파악하도록 지도하고 있으

며, 수직선의 단위를 배로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유

형은 소수와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도 동일하게 제시

되며 몇 배에 해당하는 양이 소수이면 소수 배, 분수

이면 분수 배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처럼 배의 개념

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강조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곱셈과 나눗셈을 배의 개념으로 지도하겠다는 의

미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아빠 고래의 길이

는 아기 고래 길이의 3배이다.’와 같이 두 양을 곱셈적

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소수와 분수를 학습한 이후에

는 ‘아기 고래의 길이는 아빠 고래 길이의 0.2배 또는




배이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두 양을 곱셈적

으로 비교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은 이중 척도 모델을

사용하여 15÷3=□, 3×□=15와 같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또한 ‘15(아

빠 고래의 길이)에 3(아기 고래의 길이)이 5개 있다’와

같이 학습함으로써 측정 나눗셈 맥락을 이해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율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배의 개념’에서 학습했던

단위량에 관해 보다 심도 깊게 다룬다. 먼저 5학년 上

권의 7단원 <비교하는 방법(1)>에서는 평균을 이용하

여 전체의 양을 구하며, 단위량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단위량을 이용하여 전체의 양을 구하는 문제를 제시한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위량 즉 단위 1에 해당하는

양(기준량)을 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전체에 해당하

는 양(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학습한

다. 그런 다음 5학년 下권의 12단원 <비교하는 방법

(2)>에서 처음으로 비율, 기준량, 비교하는 양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눈에 띄는 점은 배의 개

념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양, 기준량을 학습할 때는 아

래 수직선의 단위를 배로 제시하고, 비율의 개념을 정

의한 다음에는 아래 수직선의 단위를 비율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백분율을 도입할 때는

다시 한 번 비율과 백분율의 관계를 이중 척도 모델로

확인하면서 수직선의 단위를 %와 비율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중 척도 모델을 이용하면 척도(단위)가 다른

두 양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새로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목적

본 절에서는 곱셈과 나눗셈 및 비와 비율 관련 단

원에서 이중 척도 모델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장혜원 외(2018)에서 이중

척도 모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해 계산 결과의 어림,

개념 및 연산 원리의 이해, 문제 상황 파악을 위한 도

구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일본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제시 목적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학년별

로 살펴보면 3～6학년 전체에서 문제 상황의 이해, 식

을 세우기 위한 참조 모델로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4학년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양이 얼마 정도일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

서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한다면, 5～6학년에서는 계

산한 결과 값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어림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5～6학년에서는 계산 원리를 탐색하는

도구로도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를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중 척도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학년별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목적

[Table 4] Purposes using double scale models

according to the grade levels

학년 제시 목적

3～4

학년

․문제 상황의 이해, 식을 세우기 위한 참

조 모델, 결과 값에 대한 직관적인 어림

5～6

학년

․문제 상황의 이해, 식을 세우기 위한 참

조 모델, 결과 값에 대한 구체적인 어

림, 조작을 통한 계산 원리 탐색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목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식을 세우기 위한 참조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중 척도 모델은 문제의 구조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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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곱셈을 기반으로 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앞서 살

펴본 [그림 7]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제시하여 80장

의 색종이를 4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색종이의 양이 얼마인지 구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이중 척도

모델을 통해 문제에서 주어진 양과 구해야 하는 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곱셈의 문

제 맥락에서는 1에 해당하는 양이 주어지고([그림 6]

참조), 나눗셈의 문제 맥락에서는 1에 해당하는 양을

구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그림 7] 참조) 학생들은 이

중 척도 모델에 제시된 문제의 구조를 참조하여 어떤

연산을 사용해야 할 지 결정하고 식을 세우는 데 도움

을 받는다. 이 때 학생들이 식을 세우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이중 척도 모델과 말로 된 식을 함께 제시하기

도 하였는데([그림 6], [그림 7] 참조), 이 때 말로 된

식에 표현된 ‘1장 당 금액’ 또는 ‘한 사람의 색종이 수’

와 같은 용어를 통해 학생들은 내포량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식을 세운 근

거를 물어 학생들이 식을 올바르게 세웠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중 척도 모델을 참조하여 식을 세우는 활동은 문

제 만들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문제 만

들기는 5학년 上권의 4단원 <소수의 나눗셈>과 6학년

上권의 4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 두 차례 제시되었

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문제 맥락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두 가지 문제의 의미

를 비교하고, 각 문제에 맞는 식을 세워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5학년 上권의 4단원 <소수의 나

눗셈>에서는 길이 4.5m, 무게 0.9kg의 호스를 이용하

여 두 친구가 만든 문제가 제시되는데(藤井斉亮 외,

2013e, p. 53), 하나는 ‘호스 1m의 무게’를 구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호스 1kg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이중 척도 모델을 이용하여 각 문

제에서 단위량이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고,

‘0.9÷4.5’와 ‘4.5÷0.9’의 식을 세우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이중 척도 모델은 학생들이 문제의 구조를 시각

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식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이중 척도 모델은 양에 대한 어림을 돕는

도구, 즉 식을 계산하기 전에 결과 값이 얼마 정도 되

는지 예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본 결과, 3～4학년과 5～6학년에서 제시되는 양상

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 3～4학년에서는 계산한 값이

대략 얼마 정도 될 지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에

그친다면, 5～6학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 값

을 어림해 보도록 유도하였다([그림 12] 참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4학년에서는 주

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다루기 때문에 곱셈의

경우에는 값이 커지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값이 작아졌

다. 그러나 5～6학년에서는 소수와 분수까지 수의 범

위가 확장됨에 따라 곱셈을 한 값이 더 작아지는 경우

도 있고, 나눗셈을 할 때에 값이 더 커지기도 하므로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양에 관해 어림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장혜원 외, 2018).

[그림 12] 결과 값을 구체적으로 어림하기 위하여 이

중 척도 모델을 제시한 예(藤井斉亮 외, 2013g, p. 23)

[Fig. 12] An example of using a double scale model

to estimate the result

마지막으로 계산 원리를 탐색하는 도구로 이중 척

도 모델을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목적은 5～

6학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3～4학년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문제 상황의 이해와 식을 세우기 위한 참

조 모델로 활용하고, 계산 원리를 확인할 때는 다른

시각적 모델인 배열 모델이나 묶음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6] 참조). 반면 5～6학년에서는 문제 상황을 이

해하고 식을 세우는 활동 뿐 아니라 계산 원리를 탐색

할 때에도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에 5～6학

년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사용한 단원에서 별도의

시각적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5

학년 上권의 3단원 <소수의 곱셈>에서 처음으로 발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m의 가격이 80엔인 리본을

2.3m 샀다. 얼마를 내야 할까?'의 문제에 관해 80×2.3

의 식을 세운 다음, [그림 13]과 같이 이중 척도 모델

을 이용하여 계산 원리를 탐색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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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학생의 예를 제시하면서 말로

된 설명이 띠와 수직선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즉 학생의 설명과 이중 척도 모

델에 제시된 표현을 비교하여 (몇 십)×(소수 한 자리

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중 척도 모델을 문제 상황의 이해와 식을 세우

기 위한 참조 모델로 활용한 것에서 나아가 계산 원리

를 도출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중 척도 모델을 제시

하는 목적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계산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 이중 척도 모델

을 제시한 예(藤井斉亮 외, 2013e, p. 33)

[Fig. 13] An example of using a double scale model

to investigate a principle of computation

3.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본 절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중 척도 모

델의 형태는 크게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 이중수

직선, 영역 모델과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3～4학년에

서는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만 제시되고, 5학년에

서는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며, 6학년에서는 이

중수직선, 영역 모델과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가 제시

된다. 이처럼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 척도 모델

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해당 시각적 모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곱셈 및 나눗셈’과 ‘배’로 나누어 이중 척도 모델

의 형태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표 5] 학년별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Table 5] Type of double scale models presented in

each grade

유형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
√ √ √ -

이중수직선 - - √ √
영역 모델과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

- - √ √

1) 곱셈 및 나눗셈

곱셈 및 나눗셈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도입하기

전에 띠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3학년 上권의 3단원

<나눗셈>에서는 곱셈구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나눗셈 문제를 [그림 14]와 같이 띠와 함께 제

시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4] 분할 나눗셈 맥락에서 띠를 사용한 예(藤井

斉亮 외, 2013a, p. 28)

[Fig. 14] An example using tape diagram in the

context of partitive division

곱셈 및 나눗셈에서 제시되는 이중 척도 모델의 형

태는 유사하기 때문에 나눗셈의 경우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곱셈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 척도 모델은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에

서 이중수직선의 형태로 변화하는데 띠와 수직선을 합

성한 형태에서는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의 단

계를 거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5]에

서는 띠가 단위량으로 똑같이 분할되며 분할된 양이

얼마인지 전부 표시해준다. 이처럼 이중 척도 모델을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 16]에서는

[그림 15]에서와 달리 분할된 각 양이 얼마인지 전부

표시하지는 않고 단위량만 얼마인지 제시한 점이 다르

다. 또한 [그림 16]에서 [그림 17]로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호 모양의 점선이 사라지고 띠의

정확한 위치에 각 양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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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좀 더 도식화된 표현인 길이 모델로 변화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 또한 단위량을 중심으로 띠를 전부 분

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 15], [그림 16]과 마찬가

지로 단위량을 진하게 색칠하여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단위 1에 해당하는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그림 17]의 형태가 제시된 후에도 [그림

16]의 형태가 혼재해서 나타나는데 이는 형태의 변화

로 인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띠와 수직선을 합성

한 형태에서 순차적으로 띠보다 기호적인 형태로 도식

화되고 점차 이중수직선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

펴볼 수 있었다. [그림 18]의 이중수직선은 2개의 수직

선을 합성한 형태로 단위량을 중심으로 분할되며 구하

고자 하는 양의 정확한 위치에 □를 표시한다.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와 이중수직선의 형태에서 모두

제시 목적에 따라 세부 눈금을 사용하거나 화살표를

이용하여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표현

할 수 있다([그림 12], [그림 13] 참조). 나눗셈의 경우

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곱셈에서는 단위량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

을 구해야 하는 것과 달리 나눗셈에서는 단위 1에 해

당하는 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위량

에 □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림 7] 참

조).

[그림 15]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①:

곱셈(藤井斉亮 외, 2013a, p. 93)

[Fig. 15] The first type of double scale models:

Multiplication

[그림 16]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②:

곱셈(藤井斉亮 외, 2013a, p. 99)

[Fig. 16] The second type of double scale models:

Multiplication

[그림 17]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③:

곱셈(藤井斉亮 외, 2013b, p. 63)

[Fig. 17] The third type of double scale models:

Multiplication

[그림 18]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④:

곱셈(藤井斉亮 외, 2013e, p. 32)

[Fig. 18] The fourth type of double scale models:

Multiplication

주목할 점은 이러한 도식화 과정이 3학년 下권에서

도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림 19]에서

는 띠를 수직선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가 이중

수직선으로 도식화되는 과정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4학년 上권에서는 [그림 20]과 같이 수직선

을 위, 아래로 배치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과

정을 통해 학생들은 5학년에서 만나게 되는 이중수직

선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시각적 표현이 도식화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

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 변화 과

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19] 시각적 표현이 도식화되는 예(藤井斉亮 외,

2013b, p. 60)

[Fig. 19] An example of changing a visual

representation into a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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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시각적 표현이 도식화되는 다른 예(藤井斉

亮 외, 2013c, p. 74)

[Fig. 20] Another example of changing a visual

representation into a schematic diagram

한편 영역 모델과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는 분수 연

산의 계산 원리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분수의 곱셈이나 나눗셈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분할의 과정이 필요한데 영역 모델과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형태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1]

과 같이 먼저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식을 세우기 위한

참조 모델로 이중수직선의 형태가 제시된 다음, 계산

원리를 탐색할 때는 영역 모델과 수직선이 합성된 형

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수의 연

산과 관련된 전 단원의 학습 내용이 이와 유사한 흐름

으로 구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21] 영역 모델과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의 예(藤

井斉亮 외, 2013f, pp. 89-90)

[Fig. 21] An example of type synthesizing an area

model and a number line

2) 배

배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도입하

기 전에 [그림 22]와 같이 두 양을 비교하는 상황을

먼저 학습한다. 이 때 비교하는 두 양을 2개의 띠로

나타내는데 아래에 위치한 띠가 단위량이 된다. 이처

럼 배의 개념을 학습할 때는 두 양의 관계를 보다 효

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띠 2개를 위, 아래로 배치한

형태를 사용한다. 또한 띠에 구체물의 그림을 배경으

로 사용하여 구체물을 띠로 도식화하는 단계를 거친다

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22] 띠를 2개 사용한 예(藤井斉亮 외, 2013b, p.

60)

[Fig. 22] An example of using two tape diagrams

‘곱셈 및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배’에서도 이중 척도

모델은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에서 이중수직선의

형태로 변화되며 띠와 수직선이 합성된 형태에서는

[그림 23]부터 [그림 25]까지의 단계를 거친다. 다만

‘곱셈 및 나눗셈’과 다른 점은 배의 관계를 더 잘 파악

하도록 돕기 위해 띠를 2개 이상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양이 다른 양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문

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 아래 수직선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3]에서는 [그림 22]와 마찬가지

로 구체물에서 띠로 도식화하는 단계를 한 번 더 보여

준 다음, 띠에 호 모양의 점선을 사용하여 양을 표시

하고 단위량과 동일한 크기로 띠를 분할하였다. 특히

수직선의 단위를 배로 제시하여 [그림 22]에 비해 좀

더 명확하게 두 양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4]에서는 호 모양의 점선을 사용하지 않고 띠

의 정확한 위치에 양을 표시하였으며 단위량을 기준으

로 띠를 분할하지 않았다. [그림 25]는 [그림 24]의 형

태에 수직선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

림 23], [그림24]에서는 각 띠에 표시했던 양을 수직선

의 각 위치에 표현할 수 있게 되어 2개 이상의 양을



서 은 미․조 선 미․방 정 숙42

비교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였다. [그림 26]의 이중수

직선은 [그림 25]에서 띠를 제거한 형태로 [그림 23]에

서 [그림 26]까지의 단계를 거치며 이중 척도 모델이

점점 도식화된 표현으로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3]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①: 배

(藤井斉亮 외, 2013c, p. 44)

[Fig. 23] The first type of double scale models: Times

[그림 24]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②: 배

(藤井斉亮 외, 2013d, p. 89)

[Fig. 24] The second type of double scale models:

Times

[그림 25]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③: 배

(藤井斉亮 외, 2013e, p. 39)

[Fig. 25] The third type of double scale models: Times

[그림 26]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형태 변화 과정 ④: 배

(藤井斉亮 외, 2013e, p. 54)

[Fig. 26] The fourth type of double scale models:

Times

요약하면 ‘곱셈 및 나눗셈’과 ‘배’의 내용에 따라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는 띠와 수

직선을 합성한 형태에서 이중수직선의 형태로 도식화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구체물에서 띠, 그리고 띠에서 수직선

으로 도식화되는 과정을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제시하

였다.

4.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문제 맥락의 특징

이중 척도 모델을 사용한 모든 문제 맥락을 각각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먼저 곱셈

맥락, 측정 나눗셈 맥락, 분할 나눗셈 맥락을 비교하면

분할 나눗셈 맥락, 곱셈 맥락, 측정 나눗셈 맥락의 순

으로 백분율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묶기 및 분할 맥락, 비율 맥락, 곱셈적 비교 맥락을 비

교하면 비율 맥락, 곱셈적 비교 맥락, 묶기 및 분할 맥

락의 순으로 백분율이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곱셈 맥

락과 분할 나눗셈 맥락에서는 비율 맥락의 백분율이

각각 25.86%, 31.03%로 가장 높았고, 측정 나눗셈 맥

락에서는 곱셈적 비교 맥락의 백분율이 12.07%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각 맥락에 관해 좀 더 상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문제 맥락의 분류

[Table 6] Categorization of problem contexts dealing

with double scale models

유형
곱셈

(%)

측정

나눗셈

(%)

분할

나눗셈

(%)

합계

(%)

묶기 및 분할
1

(1.72)
-

6

(10.34)

7

(12.6)

비율
15

(25.86)

3

(5.17)

18

(31.03)

36

(62.06)

곱셈적 비교
4

(6.90)

7

(12.07)

4

(6.90)

15

(25.87)

합계
20

(34.48)

10

(17.24)

28

(48.27)

58

(100)

묶기 및 분할 맥락은 똑같은 집합으로 묶거나 분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에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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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모델보다는 배열 모델이나 묶음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측정 나눗셈의 묶기 및 분할 맥

락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중 척도 모델을 전

혀 사용하지 않았다([그림 8] 참조). 하지만 3학년 上

권의 3단원 <나눗셈>에서는 [그림 27]과 같이 띠를 이

용하여 측정 나눗셈 맥락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중 척도 모델이 도입되기 전에 띠를 사

용한 것과 연관 지어 본다면,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도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의 이중 척도 모델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맥락에서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 나눗

셈 맥락에서 이중 척도 모델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은 일관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림 27]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 띠를 사용한 예(藤井

斉亮 외, 2013a, p. 32)

[Fig. 27] An example using tape diagram in the

context of measurement division

한편 비율 맥락은 단위량, 즉 단위 1에 해당하는 양

을 이용하여 곱셈을 하거나 단위 1에 해당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하는 경우를 다룬다([표 2] 참

조). 이중 척도 모델은 단위 1에 해당하는 양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여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보여주는 데 매우 효율적인 시각적 모델이다. 따라서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문제 맥락에서 비율 맥락이

가장 높은 백분율을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나눗셈과 관련해서는 단위 1에 해당하는

양을 구해야 하는 분할 나눗셈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

었는데,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풍은 시속 25km(1시간에 25 km)로 이

동한다. 400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얼마인가?(藤井斉亮 외, 2013g, p. 88)’와 같이 문

제에서 주어진 양에 단위 1에 해당하는 양이 몇 번(몇

시간) 들어 있는지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측정

나눗셈의 비율 맥락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를

이중수직선만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일본 교과서의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 이중 척도 모

델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문제 맥락에서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가 띠와 수

직선을 합성한 것에서 이중수직선으로 도식화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도 이중 척도 모

델의 형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

울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곱셈적 비교 맥락은

배의 개념을 다루는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다. [표 2]

의 예시에서 캥거루의 키를 단위 1에 해당하는 양이라

고 본다면, 곱셈적 비교의 곱셈 맥락은 ‘기린의 키는

캥거루 키보다 3배 더 크다. 캥거루의 키가 1m라면 기

린의 키는 몇 m인가?'와 같이 단위량(캥거루의 키)을

이용하여 다른 양(기린의 키)을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곱셈적 비교의 측정 나눗셈 맥락은 ‘기린의 키는 3m이

고 캥거루의 키는 1m이다. 기린의 키는 캥거루의 키의

몇 배인가?'와 같이 문제에서 두 양이 모두 제시되었

을 때 한 양(기린의 키)이 단위량(캥거루의 키)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경우이다. 곱셈적 비교의 분할

나눗셈 맥락은 ‘기린의 키는 3m이고 기린의 키는 캥거

루의 키보다 3배 더 크다. 캥거루의 키는 몇 m인가?'

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양(기린의 키)을 이용하여 단위

량(캥거루의 키)을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앞서

배의 개념과 관련하여 언급한 세 가지 유형과 각각 대

응된다. 구체적으로 곱셈의 곱셈적 비교 맥락은 유형

2와 관련되며([그림 10] 참조), 측정 나눗셈의 곱셈적

비교 맥락은 유형 1에 해당되고([그림 9] 참조), 분할

나눗셈의 곱셈적 비교 맥락은 유형 3과 관계가 있다

([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곱셈적 비교 맥락에서는

두 양의 관계를 배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습하기 때문

에 띠가 2개 있는 이중 척도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는

문제 맥락에 따라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배의 개념과

관련된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 변화 과정을 따로 분석

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곱셈적 비교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의 특징은 다른 문제 맥락에 비해 측정 나눗셈 맥락에

서 이중 척도 모델을 많이 사용한 것이다. 일본 교과

서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배의 개념으로 지도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 두 양이 모두 제시되었

을 때, 한 양이 단위량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곱

셈적 비교의 측정 나눗셈 맥락(유형 1)의 문제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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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중심으로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중 척도

모델이 제시된 단원의 학습 내용, 제시 목적, 형태의

변화 과정 및 문제 맥락의 특징에 관해 상세히 분석함

으로써 이중 척도 모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된 결론과 이중 척도 모델의 효

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 척도 모델은 곱셈과 관련된 학습 내용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적 모델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중 척도 모델은 곱셈과 나눗셈 단

원 및 비율 관련 단원에서 주로 제시되었다. 특히 곱

셈과 나눗셈 단원에서는 배의 개념을 강조하여 다루면

서 이중 척도 모델을 사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배의 개념이 곱셈의 본질이므로 이를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강흥규(2009)의 연구와 연결되

며, 이중 척도 모델은 배의 개념을 토대로 곱셈 지도

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한 각 단원에서 학습 내용의 순

서를 유사하게 제시한 것은 학생들이 관련 개념을 연

결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이중 척도 모델은 곱셈과 나눗셈, 비와 비율과 같이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곱셈과 나눗셈, 비

율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연결

할 수 있도록 이중 척도 모델과 같이 효과적인 시각적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중 척도 모델의 제시 목적이 학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혜

원 외(2018)에서는 이중수직선을 계산 결과의 어림, 개

념 및 연산 원리의 이해, 문제 상황 파악을 위한 도구

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

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4학년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문제 상황 파

악을 위한 도구 및 식을 세우기 위한 참조 모델로 활

용하고, 대략적인 어림을 알아보는 데 활용하였다. 그

러나 5～6학년에서는 이에 덧붙여 어림을 더욱 구체적

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고, 계산 원리

를 탐색하는 데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

중 척도 모델이 주로 문제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중 척도

모델에 제시된 정보를 참조하여 어떤 연산을 사용할지

를 결정하고 식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싱

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되는 모델 메소

드도 문제 상황을 직사각형 모델로 표현함으로써 학생

들이 식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방정숙, 김은경,

2017), 이중 척도 모델은 곱셈적 사고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중 척도 모델과 함께 말로 된 식을 함께 제시

하여 ‘1장 당 금액’ 또는 ‘한 사람 당 색종이 수’와 같

은 용어를 통해 학생들은 내포량에 대한 개념을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지영

(2018)의 연구에서 내포량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이중 척도 모델로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식을 쓸 때 내포량을 명시

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시각적 모델의 형태를 변화시킬 때는 점진적

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에 따라

모델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사용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 척도 모델은 띠와 수직선을 합

성한 형태에서 이중수직선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도식

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구체물에서 띠로, 띠에서 수직

선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학

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모델 메

소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연결 큐브와 같은 구체물에서 직사

각형 모델로 변화하는 단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

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방정숙, 김은경, 2017).

이처럼 시각적 모델의 제시 형태를 체계적으로 단계화

하여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제시 목적에 따라 이중 척도 모델의 형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계산 원리를 탐색하는 도구로

활용할 때는 영역 모델과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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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도 하였으며, 배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도할 때

는 띠 2개를 이용하여 띠와 수직선을 합성한 형태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중 척도 모델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유연하

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중 척도 모델은 비율 맥락과 곱셈적 비교

맥락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시각적 모델이다. 이중

척도 모델이 사용된 문제 맥락을 살펴본 결과, 곱셈과

분할 나눗셈 맥락에서는 주로 비율 맥락에서, 측정 나

눗셈 맥락의 경우는 주로 곱셈적 비교 맥락에서 사용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중 척도 모델이 특

정한 문제 맥락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혜원 외(2018)에서

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이중수직선

을 분석하여 나눗셈의 등분제 맥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일본 교과서에서는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 이중 척도 모델이 활용된 몇 가지 예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다만 측정 나눗셈의 묶기 및 분할 맥락

에서는 이중 척도 모델을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측정

나눗셈의 비율 맥락에서는 이중수직선의 형태만 제시

하는 등 일관성의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었다. 한

편 배의 개념을 지도하는 학습 내용에서는 띠 2개를

사용하여 두 양을 곱셈적으로 비교하면서 측정 나눗셈

맥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중 척도 모델은

측정 나눗셈 맥락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이중 척

도 모델이 제시된 양상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중

척도 모델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가 부족하나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곱셈과 관련된 학습 내용에 활용될

수 있는 시각적 모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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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on double scale models, visual models with two different scales (Chong, 2015), have 
focused on double number lin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to employ double scale 
models in th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series. Given thi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ouble scale models in the Japanes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following aspects: (a) the 
contents of units where double scale models were used; (b) the purposes of using such models; (c) the 
types of such models tailored to the contents and grade levels; and (d) the characteristics of problem 
contexts dealing with the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ouble scale models were 
effectively used to connect the contents related to multiplication, specifically for the contexts of ratio. 
Such models were addressed for students in a systematic and gradual way as the grade levels went up.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describes implications on how to use double scale models in 
mathe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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