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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의 단위와 전체에 관한 수학 교과서의 내용 고찰

및 초등학생의 이해 분석*

임 미 인 (서울개명초등학교 교사)

현행 교육과정에 기초할 때 학생들은 3학년 시기에 분

수 개념을 처음 학습하게 된다. 이때 전체-부분 관계로서

의 분수로 도입되지만, 이후 가분수, 대분수 등으로 분수

의 아이디어가 확장되면서 측정으로서의 분수가 자연스럽

게 출현한다. 분수의 여러 의미 중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측정으로서의 분수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분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수 지도 시 주

어진 분수의 단위와 전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경험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수

의 단위와 전체에 관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고찰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에 새롭

게 도입된부분을 보고 전체 그리기’에 대한 초등학교 3

학년 학생 60명의 이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로부터 분수 개념 지도를 위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Ⅰ. 서론

Dewey의 산술교육론에 따르면, 수를 구성하는 기본

적인 정신적 과정에서 양의 모호한 전체는 그것을 부

분들로 나누고 그 부분들을 세어서 확정적으로 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분수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수의 아이디어는 수의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다. 수

가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쪼개는

(fractioning)’ 과정, 즉 하나의 전체를 똑같은 부분들로

나누고 그 부분들로 전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

이다. 분수는 더욱 분명하게 측정 과정의 본질을 의식

하게 하고 수를 보다 확정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돕

는다. 수의 심리적 발생에 관한 한, 정수가 분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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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분수가 정수에서 비롯되었

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확할지도 모른다. 부분들로 쪼

개고 그 부분들을 세는 것 없이는 전체를 확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정확한 수 아이디어도 존재하지 않는

다(McLellan & Dewey, 1896).

분수 개념이 지니는 여러 의미에도 불구하고(서동

엽, 2005; 정은실, 2006 등), 흔히 학교수학에서 ‘분수’

라는 용어는 ‘유리수’와 상호교환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할 만큼 느슨하게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두 용어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다. 유리수는 b가 0이 아닐 때 두

정수의 몫인 a÷b로 쓸 수 있는 수뿐만 아니라 범자연

수와 정수를 포함하는 수 집합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

여 분수는 두 양의 몫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기호

표현이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b는 0이 아니다. 그러

나 범자연수에서 종종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수’와 ‘숫

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듯이, 분수 형태로 표현되

는 유리수를 언급하기 위해 ‘분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Barnett-Clarke et al., 2010). 초등 수학에서는 더더

욱 그렇다**.

학생들이 분수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는 교수학

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분수의 아이디어가 역사

적으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

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나 연산, 정리 등

은 현실 상황에 의해서 암시되었으며, 수학은 실세계

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이다(우정호,

2011). 더욱이 초등 수학은 실제 상황으로부터 도입되

므로 그와 대등한 상황을 이용하여 지도하면 수학에

의미를 부여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서동엽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초등 수학에서 분수의 개념 지도와

관련되므로, 본고에서도 분수 용어를 음이 아닌 유리수를

나타내는 

형태의 기호논리학 표현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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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Barnett-Clarke et al.(2010) 등 다수의 선행 연

구에 기초할 때, 분수는 범자연수를 사용한 측정을 더

욱 정교화 하기 위해 발현되고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분수의 의미나 사용을 측정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으나,

분수가 측정 상황에서의 필요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

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학교수학에서 분수의 지도

또한 역사발생 과정에 따라서 측정 상황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서동엽(2005)에

서 밝히고 있듯이, 이를 우리나라 초등 수학에 적용하

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배운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예컨대 [그림 1]

과 같이 가분수를 다루는 맥락에서 단위분수인 

이 4

개인 분수, 

이 5개인 분수와 같이 측정으로서의 분수

아이디어를 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3학년 1학기 때 도입하고, 측정으로서

의 분수 아이디어를 3학년 2학기 때 다루고 있다.

[그림 1] 측정으로서의 분수 아이디어를 경험하게 되는

가분수 지도 차시(교육부, 2018)

[Fig. 1] Lesson for improper fraction(Ministry of

Education, 2018)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

수를 배운 학생들은 연이어 측정으로서의 분수를 다루

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주요 어려움은 보이

는 ‘전체’가 1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서동

엽(2005), Smith(2002)에서도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참조 기준인 1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

라서 학생들에게 색칠한 부분을 

이 아닌 


로 인

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림 2] 

또는 


로 인식되는 모델

[Fig. 2] A visual representation recognized as 

or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에서는 가분수 개념을 학습하는 맥락에서 이와

관련한 모델이 제시된다([그림 3]). 서동엽(2005)에 기

초할 때, 이 모델은 0에서 1까지만 놓고 보면 전체-부

분의 의미에서 등분할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림

에서 전체가 1이 아닌 ‘2’라는 점에서 측정으로서의 분

수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학생들로 하여금 눈

금이나 사각형 한 칸을 

이 아닌 


로 보도록 막대

의 상단에 전체가 2임을 나타내는 눈금 수치를 제시함

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전체가 1이 아닌 2인 경우를 표현한 분수 지도

모델(교육부, 2018)

[Fig. 3] The visual representation for teaching fractions

showing that the whole is 2(Ministry of Education, 2018)

주어진 ‘전체’에 대한 인식은 측정으로서의 분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학생들이

처음 분수 개념을 배우면서 접하는 전체-부분 관계로

서의 분수에서는 주어진 전체가 1이지만, 가분수, 대분

수 개념을 다루고 측정으로서의 분수로 확장되면 보이

는 전체가 1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1은 단위

를 파악하게 하는 ‘참조 기준(the standard of

reference)’(McLellan & Dewey, 1896)이다. 즉 분수 개

념 학습 시 단위와 전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분

수의 단위와 전체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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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위분수를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에 관한 3

학년 학생들의 이해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

과에 대한 논의로부터 초등 수학에서 분수 개념 지도

에 관한 유의미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와 측정으로서의 분수

분수 개념은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측정으로

서의 분수, 몫으로서의 분수, 비율로서의 분수, 연산자

로서의 분수로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서동엽,

2005; 유현주, 1995; 정은실, 2006 등). 여기서는 본 연

구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분수를 특정 짓는 개념으

로서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와 측정으로서의 분수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개념은 연속량이

나 이산량을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상황을 통해 정의

된다. 이때 학생들은 부분이란 전체를 등분할 한 것의

일부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김민경, 2009). 측정으로

서의 분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 양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인지, 수직선에서 수의 적절한 위치는 어디

인지 등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Smith, 2002). 즉,

단위 크기와 관련된 어떤 것의 양을 나타내는데, 여기

서 단위 크기, 즉 참조 기준은 1로 간주된다. 예를 들

어, 통에 물이 


컵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은 1컵을

측정 단위로 하여 물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

(Barnett-Clarke et al., 2010).

정은실(2006)은 분수 개념의 역사발생적 분석에 기

초할 때, 분수가 분배와 측정 과정에서 출현했으므로

분수를 분배, 측정과 관련하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분수를 다루는 데 있어 단위에 대한 생각

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분수 개념 형성은 단

위 부분인 간단한 단위분수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연구가 진행된 당

시의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수학에서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에 비해 측

정으로서의 분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

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측정으로서의 분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수는 양의 측정에 의존한다. 이 측정

은 사과를 세는 것과 같이 부정확한 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덧셈과 뺄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초기의 대략적인 측정은 정확하게 정의된 측정 단위를

사용하면서 곱셈, 나눗셈, 분수를 야기하는 고차원적인

단계로 발전한다. 곱셈과 나눗셈은 양의 측정으로서

수의 아이디어, 즉 ‘측정 단위’, ‘반복 횟수’를 더욱 분

명하게 보여 준다. 분수는 측정의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분수는 정신적 과정으로서, 정의된 측

정 단위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더욱 확정적인 측정

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분수는 수의 표기로서, 이와

같은 보다 확정적인 정신적 과정에 완전한 표현을 제

공한다. 따라서 분수는 곱셈과 나눗셈에 관련된 두 개

념 즉, 전체를 정확한 단위로 분석하기와 이를 정의된

전체로 종합하기를 보다 명시적으로 이용한다. 곱셈과

나눗셈이 처음부터 함의되기 때문에, 분수에 대한 아

이디어는 처음부터 존재한다. 측정 없이는 수가 없고,

분수가 없다면 측정도 없다(McLellan & Dewey,

1896).

측정으로서의 분수의 의미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의 의미를 뛰어넘어 참조 기준과 비교된 양으로서

의 분수라는 더욱 폭넓은 아이디어로 이끈다. 이는 결

코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예컨대, 

이나 


을 전체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 


가

전체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혼란스럽다. 이는

양 


가 참조 기준과 비교하여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단위분수를 반복하는 것은 진분수와 가

분수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분수 

은 단위분

수 

이 3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은




와 같이 참조 기준보다 큰 분수로 자연스럽게 확장

될 수 있다(Barnett-Clarke et al., 2010).

분수 학습 시 이러한 측정의 아이디어는 계속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수는 측정 단위의 정의

를 요구하는데, 분수는 측정 단위를 분명히 명시하거

나 정의하여 이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 측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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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모든 수에 있어서 ‘측정 단위는 무엇이며, 어

떻게 정의되고 측정되는가? 얼마나 많은 단위가 양을

구성하거나 같게 만드는가?’의 질문이 가능하다. 분수

형태의 수만이 이런 질문에 완전하게 답할 수 있다.

분수는 양의 측정으로서 수의 심리적 과정의 완성이며,

양에 대한 아이디어가 확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McLellan & Dewey, 1896).

이와 같은 분수 개념을 지도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서 Barnett-Clarke et al.(2010)은 수직선 모델을 제안

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수직선은 예를 들어 

가




보다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

함으로써 수의 상대적 크기에 관한 감각을 발달시키도

록 한다. 둘째, 수직선은 패턴블록이나 분수 막대 등의

교구에 비해 융통성이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부분으로

쉽게 분할할 수 있다.

한편, 서동엽(2005)은 길이 속성을 통해 분수를 도

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실 역사발생 과정에 따라 분

수를 지도하자면 단위 넓이를 분할하는 상황으로 도입

해야 하나, 이를 3학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등분

할 개념을 이용하여 분수를 지도하되, 전체와 부분이

라는 아이디어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또한 다

양한 도형을 이용하는 대신에 긴 직사각형 모델을 일

관되게 이용한다. 예를 들어, 긴 직사각형 모델로 

을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을 나타내는 모델(서동엽, 2005)

[Fig. 4] A visual representation for 

(Seo, 2005)

2. 분수의 단위와 전체

단위 개념은 분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

다. 분수로 어떤 양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한 첫 단계

는 단위 또는 전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

이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은 활동을 통해 단위에 대

한 유연한 추론을 도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에

서 선분 AB가 

단위 길이일 때, 어떤 학생은 


단위

가 

씩 2개이므로 선분 AB 길이의 반이 되는 선분이




단위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론할 것이다. 그다음 이

선분의 길이를 3배하여 1단위 길이인 선분을 찾을 것

이다(Barnett-Clarke et al., 2010).

[그림 5] 부분을 보고 1단위, 즉 참조 기준 1을 찾는

활동 사례(Barnett-Clarke et al., 2010)

[Fig. 5] A case on activity of finding the standard

of reference(Barnett-Clarke et al., 2010)

최근배(2015)는 수학 교과서에서 ‘단위(전체)를 나타

내는 분수’를 구체화하여 도입할 필요를 주장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에서는 단지

가분수를 도입할 때 

짜리 4개를 


와 같이 제시할

뿐이어서 교사들이 1단위(전체)를 나타내는 분수에 대

한 체계적인 지도를 놓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맥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분수를 도입할 때보다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다룰 때 1단위(전체)를

나타내는 분수를 도입할 필요를 주장하였다.

한편, 처음 분수를 배울 때에는 ‘사과 1개’와 같이

단위는 ‘하나’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강아지 5마리’처럼 단위화되거나 단위로 엮어진 분리

된 대상들의 모임도 단위가 될 수 있다(Steffe, 2001).

강아지의 

가 암컷이라고 할 때 이야기의 맥락을 통

해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1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상황의 맥락이 단위를 결정한다(Dougherty et

al., 2010). 단위가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 대상인 경우,

이를 ‘합성 단위(composite unit)’라고 한다. 합성 단위

의 예로는 달걀 한 판이나 우표 한 세트 등을 들 수

있다(Barnett-Clark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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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는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 대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식물의 키가 현재 


피트이고 심을 당시에는 현재의




이었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키인 


피트를 단위로

볼 수 있다. 즉, 심을 당시의 키는 단위의 

인 것이

다. 또는 심을 당시의 키인 

피트를 단위로 볼 수도

있다. 이때에는 식물이 심을 당시에 비해 얼마만큼 자

랐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다. 대부분의 경우, 단

위는 맥락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단위가 암

시되어 있어 추론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음

식이 냄비의 

만큼 남아 있다면, 먹기 전에 냄비 전

체(1단위)에 담겨 있던 음식의 양을 추론할 수 있다.

냄비 전체(1단위)는 남은 음식의 양인 

의 3배가 될

것이다(Barnett-Clarke et al., 2010). 이와 같은 논의는

앞서 언급했던 정은실(2006)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분

수를 이해하는 데 여러 형태의 단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파악하게 한다.

여기서, ‘단위’라는 용어에 주목해 보자. 하나의 단위

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구슬 한 봉지처럼 이산적일 수

도 있다. 즉, 무언가의 어떤 양도 하나의 단위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단위라는 용어의 의

미를 이해하는 데 복잡성을 더한다. Bassarear(2008)

등에서는 1단위와 전체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Barnett-Clarke et al.(2010)은 단위와 전체라는 용어

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로 인해 여러 혼동이 야기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처음

학습할 때, ‘전체’는 보통 1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3

학년 2학기 때 가분수나 대분수를 학습하는 맥락에서

는 측정으로서의 분수로서 주어진 양의 ‘전체’가 

이

고 이것은 ‘단위’분수인 

이 5개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단위와 전체 두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자칫하면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수학을 포함한 비형식적 맥락에서는 두

용어를 교환적으로 쓰기도 한다(Barnett-Clarke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

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양의 ‘전체’와 별개로 1단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McLellan & Dewey(1896)가 사용

한 ‘참조 기준(the standard of reference)’을 사용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야드의 옷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이고, 확정적으로 측정된 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1

야드라는 참조 기준과 관련하여 분수이고, 직접 측정

단위인 

야드를 통해 정의된다(McLellan & Dewey,

1896).

이상의 고찰로부터, 학생들이 분수 개념을 깊이 있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수학에서 분수 지도의 초기

단계부터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를 측정으로서의 분

수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이

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수 학습 시 단위

와 전체에 대해 풍부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학생들의 분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

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

들이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다루

어져 왔는지 고찰하고 단위와 전체에 관한 초등학생들

의 이해를 파악하는 본 연구의 필요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 방법

이론적 고찰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처음 배우고 측정으로서의 분수로 확장이 이루어지는

차시에서 단위분수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부분

으로부터 전체, 즉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은 어떻

게 구현되어 있는지, 관련 차시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각적 표현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수학 교과서에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보고 전체

그리기’에 대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

를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학 교과서 분석

가.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7차 교육과정기부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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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기까지의 수학 교과서에서 전체-부

분 관계로서의 분수, 측정으로서의 분수 개념이 도입

되는 단원의 차시들이다. 구체적으로 7차 3-가, 3-나,

4-가 수학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7a, 2007b,

2007c), 2007 개정 2-2, 3-1, 3-2, 4-1 수학 교과서(교

육과학기술부, 2011a, 2012a, 2011b, 2012b), 2009 개정

3-1, 3-2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7a, 2017b), 2015 개

정 3-1, 3-2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9a, 2018)의 관련

차시이다.

나. 분석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7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

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문헌 연구의 방법을 취하

였다. 분석 내용은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첫째, 단

위분수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부분으로부

터 전체, 즉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은 어떻게 다

루어지고 있는지, 셋째, 관련 학습 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시각적 표현은 무엇인지다. 내용별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서의 관련 차시에서 단위분수가 어떻

게 도입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앞

서 언급했듯이, 정은실(2006)에서는 분수의 발생 과정

에 기초할 때, 자연수를 1을 단위로 하여 구성하듯이

분수도 단위분수로부터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분수 개념 학습 시 단위분수를 다루고 있는지, 만약

다루고 있다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분수 개념을 지도할 때 부분으로부터 전체, 즉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배(2015)는 분수 개념 학습 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활동은 단위화하기(unitizing), 즉

한 단위 전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Barnett-Clarke et

al.(2010)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고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분수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분

을 보고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을 다루고 있는지,

만약 다루고 있다면 구체적인 구현 양상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셋째, 분수 개념을 다루는 관련 차시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시각적 표현은 무엇인지 비

교 분석하였다. 앞서 Barnett-Clarke et al.(2010)에서

는 수직선 모델을, 서동엽(2005)에서는 긴 직사각형 모

델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분수 개념 학습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임미인(2018)은 하나

의 분수를 나타내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이 기초적인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개

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

수, 측정으로서의 분수 학습 시 어떤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로부터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점 분석 내용

단위분수
분수 개념 학습 시 단위분수는 어떻게 다루

어지고 있는가?

참조 기준
부분으로부터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시각적

표현

전체-부분 관계, 측정으로서의 분수 지도

시 어떤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표 1] 분석 내용

[Table 1] Contents of analysis

2. 초등학생의 이해 분석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S시 A초등학교 3학년 학생

60명이다. A초등학교는 S시에서 교육 여건이 중하위에

해당하며, 연구 대상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활용하여 6단원(분수와

소수) 2차시에서 연속량의 등분할을, 3차시에서 전체-

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개념을 학습한 이후이다.

나. 검사 도구 및 분석 방법

IV장의 분석 결과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는 이전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달리 [그림 12]처럼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

악해 보는 활동이 새롭게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제 막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개념

을 학습한 학생들이 주어진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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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서(교육부, 2019a, p.117)와 수학 익힘(교육부,

2019c, p.76)에 제시된 ‘부분을 보고 전체 그리기’ 활동

을 검사 도구로 마련하였으며([그림 6]), 이때 상단의

두 문제는 실생활에서 와플과 초콜릿케이크를 먹었던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예

상하였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반

응, 특징 및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림 6] ‘부분을 보고 전체 그리기’ 검사 도구

[Fig. 6] The test sheet for ‘looking at the part and

drawing the whole’

Ⅳ.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수학 교과

서 분석 결과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활동 시 보이는 반응 및 오류는 무엇

인지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수학 교과서 분석 결과

가. 단위분수

7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

중에서 분수 개념의 도입 시 단위분수 용어를 명시적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09 개정 3-1과 2015 개정

3-1 교과서이다. 7차 3-나 6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그림 7]과 같이, 2007 개정 3-1 7단원(분수)에서는 [그

림 8]과 같이,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도입한 이

후에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예컨대 


은 

이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




과 같은 분수가 ‘단위분수’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

나 다루지는 않는다.

[그림 7] 7차 3-나-6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교육인적자원부, 2007b)

[Fig. 7] 7th curriculum’s 3-Na-6 : The activity to find

how many unit fractions are in a given fraction(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7b)

[그림 8] 2007 개정 3-1-7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

보는 활동(교육과학기술부, 2012a)

[Fig. 8] 2007 revised curriculum’s 3-1-7 : The activity to find

how many unit fractions are in a given fraction(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a)

또한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다음 차시에서 별도로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각각 한 차시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둘 다 단위분수 용어의

명시적 사용은 없으나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분수를 구

성하는 활동,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구

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 개정 3-1과 2015 개정 3-1 교과서는 둘

다 단위분수를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2009 개정 3-1 6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개념을 도입하는 차시에서 분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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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분자의 용어를 학습한 다음 [그림 9]와 같이 ‘분자

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로 정의한다. 이후의 차시에서

7차, 2007 개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 단위분수의 크

기 비교를 다룬다.

[그림 9] 2009 개정 3-1-6 단위분수의 정의(교육부, 2017a)

[Fig. 9] 2009 revised curriculum’s 3-1-6 : The definition

for unit fraction(Ministry of Education, 2017a)

2015 개정 3-1 6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2009 개정

교과서와 다른 방식으로 단위분수를 도입한다. 전체-

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개념을 도입한 이후의 차시에서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동분모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하게 된

다. 즉 이전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분리되어 있

던 분수의 구성과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의 두 차시

를 한 차시로 통합하여 구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

나 이때까지도 단위분수 용어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차시에서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

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림 10]과 같이 ‘분자

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정의한다. 즉 단위분수의

정의는 동일하나, 그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2009 개정

교과서와 상이하였다.

[그림 10] 2015 개정 3-1-6 단위분수의정의(교육부, 2019a)

[Fig. 10] 2015 revised curriculum’s 3-1-6 : The definition

for unit fraction(Ministry of Education, 2019a)

이와 같이, 단위분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정의가 동일할지라도, 어느 위치에서 단위분수를

정의할 것인지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에 따라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분수를 정의하는 맥락에서 분자가 1인 특수한 형식의

분수로서 단위분수를 정의한 것이며, 2015 개정 교과

서에서는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맥락에서 단위

분수를 정의한 것이다([그림 11]). 전자의 경우, 분수의

한 유형으로서 단위분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위분수를 다소 일찍 도입했다는 지적이 가능

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분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단위분수를 정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전 차시에서 계속 단위분수가 등장함에도 그것을 정

의하지 않고 다룸으로써 다소 늦게 정의한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11]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과서에서 단위분수

의 정의가 제시되는 위치 비교

[Fig. 11] Comparison of the lessons where the definition

of unit fraction is dealt in the 2009 and 2015 revised

curriculum’s textbooks

나. 참조 기준

1단위에 대한 이해는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

심이며, 따라서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학습하

는 시기부터 부분으로부터 1단위, 즉 참조 기준을 파

악하는 활동을 의미 있게 경험해야 한다(최근배, 2015;

Barnett-Clarke et al., 2010). 7차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는 모두 전체-부분 관계로서

의 분수 개념으로 분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부

분을 보고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을 구현하고 있

는 것은 2015 개정 3-1 교과서뿐이다.

2015 개정 3-1 6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도입한 다음 차시에서 [그림 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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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남은 부분, 먹은 부분은 각각 전체(참조 기준)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을 한 후, 주어진

부분을 보고 전체는 어떤 모양이었을지 추론하는 활동

을 하게 한다. 2015 개정 3-1 수학 교사용 지도서(교

육부, 2019b)의 해당 차시 관련 설명에서는 ‘분수로 나

타낼 때 항상 전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발문을

하여 전체의 의미를 알고 그중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분수임을 알게 한다.’라고 유의점을 기술하고 있다. 또

한 첫째 활동과 관련하여 슬기의 샌드위치와 지혜의

주스에서 각각 전체는 무엇인지에 관한 발문을 제시하

고 있다. 이로부터 2015 개정 3-1 교과서에서 분수

지도 시, 부분으로부터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아이디어에 대한 학

생들의 풍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집필진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2] 2015 개정 3-1-6 부분으로부터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교육부, 2019a)

[Fig. 12] 2015 revised curriculum’s 3-1-6 : the activity

of finding the standard of reference(Ministry of

Education, 2019a)

이때,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리는 활동의 수행 과정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케이크 

조

각을 보고 전체를 그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용 지

도서(교육부, 2019b)에서는 ‘초콜릿케이크는 4조각 중

에서 1조각이 남았다고 했으므로 지금 조각과 똑같은

조각이 3조각 더 있어야 합니다.’, ‘초콜릿케이크는 


만큼 남아 있으므로 

을 더 그려야 합니다.’와 같이

예상되는 학생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후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학

생들이 직전 학습에서 남은 부분이 전체의 얼마인지,

먹은 부분이 전체의 얼마인지 각각을 분수로 나타내는

활동을 해 보았기 때문에, 해당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상기하고 주어진 음식 그림을 보면서 남은 부분이 


이므로 먹은 부분은 

만큼이고 이만큼을 더 그려야

함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수 개념

을 도입한 바로 다음 차시에서 

에 

을 더하면 전체

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쉽게 추론할 수 있을지는 보

다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를 비록 

+

=1로 접

근하지 않을지라도,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9b)의 지

도상 유의점과 같이, 

조각이 4개 있어야 전체가 됨을

파악해야 원만한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활

동이 포함된 차시는 아직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부분을 보고 전

체를 추론할 수 있을지, 혹시 그 과정에서 인지적 어

려움은 없을지 조사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만약

에 학생들이 현재의 차시에서 해당 활동을 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다면, 부분을 보고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을 어느 위치에서 보다 의미 있게 다룰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시각적 표현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측정으로서의 분수 개

념에 대한 학습 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표현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이산량 관련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에서는 모두 해당 사물을 그림으로 제

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파악되어, 여기서는 연속량

관련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측정으로서의 분수

개념 지도 시 사용된 시각적 표현을 분석한 결과를 제

시할 것이다.

1) 분수 개념의 도입 단원에서 사용된 시각적 표현

첫째, 분수를 처음 도입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시각

적 표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과서 모두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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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를 도입하는 맥락에서 사과나 피자와 같이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고, 이어서 원, 사각형, 삼각형 등 도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네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모두 다

양한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색칠된 도형을 제시함으

로써 학생들이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풍부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그중 2007 개정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적 표현

사례이며, 원, 삼각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형을 제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도형의 부분을 색칠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13] 2007 개정 2-2-5 분수 지도를 위한 시각적

표현(교육과학기술부, 2011a)

[Fig. 13] 2007 revised curriculum’s 2-2-5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teaching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a)

둘째,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

는 활동,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차시에서 사용하는 시각적 표현은 교육과정기마

다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7차 3-나 6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그림 7], [그림 14]와 같이 일관되게 직사

각형 띠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때 띠의 처음과 끝 부

분에 각각 0과 1을 표시하여 1단위를 암시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림 14] 7차 3-나-6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를 위한

시각적 표현(교육인적자원부, 2007b)

[Fig. 14] 7th curriculum’s 3-Na-6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comparison of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7b)

2007 개정 3-1 7단원(분수)에서는 7차 교과서와 달

리 해당 학습 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할 때에는 정사각형 모델을 사용하였으며([그

림 8]),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원 모델, 직사각

형 띠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때, 원 모델과 달리 직사

각형 띠 모델에는 7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0과 1을

표시하고 있다([그림 15]). 한편,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학습 차시에는 시각적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

았고,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동분모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게 하였다.

[그림 15] 2007 개정 3-1-7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위

한 시각적 표현(교육과학기술부, 2012a)

[Fig. 15] 2007 revised curriculum’s 3-1-7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comparison of unit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a)

2009 개정 3-1 6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도화지,

색종이, 색 테이프 등 차시 도입 상황에서 사용된 소

재와 관련지어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 시에는 도화지를 나타내는 직사

각형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색종이를 나타내는 정사각형 모델을 사용하였

다.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그림 16]과 같이 색

테이프를 나타내는 직사각형 띠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때, 7차나 2007 개정 교과서와 달리 직사각형 띠 모

델에 0과 1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발견되었

다. 이는 이 띠 모델이 앞 차시에서 다룬 직사각형이

나 정사각형 모델과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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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분수 막대임을 짐작하게 하며, 학생들이 문제 상황

을 통해 스스로 직사각형 띠 하나가 1단위임을 파악할

것을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2009 개정 3-1-6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위

한 시각적 표현(교육부, 2017a)

[Fig. 16] 2009 revised curriculum’s 3-1-6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comparison of unit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2017a)

[그림 17] 2015 개정 3-1-6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를

위한 시각적 표현(교육부, 2019a)

[Fig. 17] 2015 revised curriculum’s 3-1-6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comparison of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2019a)

2015 개정 3-1 6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해당 차시

에서 직사각형 띠 모델과 수직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동분모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시 직사각형 띠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1에 해당

하는 띠를 별도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등분할된 띠의

한 칸이 각각 

임을 표시해 주고 있다는 특징이 파악

되었다([그림 17]). 이어서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

는 [그림 18]과 같이 먼저 직사각형 띠 모델과 수직선

을 함께 사용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수직선만 별도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9b)에서 ‘수직선에 나타낼 때 0부터 얼마만큼 갔는

지 나타내는 것과 0을 기준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참조할 때,

이는 수직선 상에 양을 나타내는 것과 위치를 나타내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여 지도하고 양자 간의 논리적 비약

없이 취급하려는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로 추측된다.

[그림 18] 2015 개정 3-1-6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위

한 시각적 표현(교육부, 2019a)

[Fig. 18] 2015 revised curriculum’s 3-1-6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comparison of unit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2019a)

2) 가분수, 대분수 지도 단원에서 사용된 시각적 표현

가분수, 대분수를 학습하면서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가 자연스럽게 측정으로서의 분수로 확장된다. 따

라서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과서에서

분수의 종류,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 가분수 및 대분

수의 크기 비교 차시에서 어떤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

여 학생들의 이해를 지원하였는지 분석하였다.

7차 4-가 7단원(분수와 소수)에서는 [그림 19]와 같

이 분수의 종류,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 시 정사각형

이나 직사각형, 원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는 직전 단계

인 3-나 교과서에서 분수 개념을 다룰 때 일관되게 직

사각형 띠 모델만 사용했던 것과 달라진 점으로 파악

된다. 이어지는 가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0, 1, 2 눈

금이 표시된 직사각형 띠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

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수직선 모델을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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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20]). 이처럼 앞 차시에서 사용했던 분리 모

델뿐만 아니라 연속 모델에서 1단위, 2단위 등을 명시

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1보다 크거

나 같은 가분수, 대분수를 다룸으로써 전체-부분 관계

로서의 분수에 대한 이해를 측정으로서의 분수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는 것을 도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7차 4-가-7 가분수와 대분수 변환을 위한 시

각적 표현(교육인적자원부, 2007c)

[Fig. 19] 7th curriculum’s 4-Ga-7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transforming the improper fraction

and the mixed fraction(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7c)

[그림 20] 7차 4-가-7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 비교를

위한 시각적 표현(교육인적자원부, 2007c)

[Fig. 20] 7th curriculum’s 4-Ga-7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comparison of the improper

fractions and the mixed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7c)

2007 개정 4-1 6단원(분수)에서는 분수의 종류, 가

분수와 대분수의 변환 학습 시에는 원, 정사각형 모델

을 사용하고,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직

사각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7차 교과서의 동일 내용의

학습 차시에서 사용했던 0, 1, 2 눈금이 표시된 직사각

형 띠 모델이나 수직선은 사용되지 않고 분리 모델만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파악되었다.

2009 개정 3-2 4단원(분수)에서는 진분수, 가분수를

학습하기에 앞서 진분수, 가분수(이때 아직 진분수나

가분수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음)를 수직선에 나타내

는 것을 별도의 차시로 학습한다([그림 21]). 이어서

진분수, 가분수 개념을 정의하는 맥락에서 수직선을

활용하나([그림 22]), 이후 대분수를 정의하거나 가분

수와 대분수의 변환,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 비교 시

에는 별도의 시각적 표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때,

가분수를 정의하는 맥락에서 수직선을 활용함으로써

분자와 분모가 같은 가분수, 즉 

등의 분수가 1과

같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21] 2009 개정 3-2-4 분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차시(교육부, 2017b)

[Fig. 21] 2009 revised curriculum’s 3-2-4 : Expressing

fractions on a number line(Ministry of Education, 2017b)

[그림 22] 2009 개정 3-2-4 가분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표현(교육부, 2017b)

[Fig. 22] 2009 revised curriculum’s 3-2-4 : the visual

representation for teaching improper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2017b)

2015 개정 3-2 4단원(분수)에서는 진분수, 가분수를

학습하는 차시에서 1단위씩 분리된 직사각형 모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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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모델, 0, 1, 2의 눈금이 표시된 직사각형 띠 모델

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그림 23]). 이처럼 분리 모델

뿐만 아니라 연속 모델을 통해 가분수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측정으로서의 분수로 분수에 대한 이해를 확

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가분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2009 개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수

직선을 활용함으로써 분자와 분모가 같은 가분수가 1

과 같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어서 대분수를 정의하고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을 학

습하는 차시에서는 1단위씩 분리된 직사각형 모델만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가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수

직선을, 대분수의 크기 비교 시에는 1단위씩 분리된

직사각형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2015 개정 교과서에서 가분수는 대체적으로 연속

모델을 통해서, 대분수는 분리 모델을 통해서 지도하

고자 한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23] 2015 개정 3-2-4 진분수, 가분수 이해를 돕

기 위한 시각적 표현(교육부, 2018)

[Fig. 23] 2015 revised curriculum’s 3-2-4 :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teaching fractions and improper

fractions(Ministry of Education, 2018)

2. 초등학생의 이해 분석 결과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여 그리는 활동 시 학생

들이 보인 정답 반응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그림

24]와 같이 주어진 단위분수만큼을 필요한 수만큼 추

가로 그리고 단위분수를 각각 표시하여 전체를 완성하

는 것이다. 이 반응을 보인 학생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은 2조각 중 1조각이니까 


이 2개가 있어야

전체가 되고 같은 이유로 

은 3개, 


은 4개가 있어

야 전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24] A 학생의 정답 사례

[Fig. 24] Answer case of student A

둘째는 첫째 반응과 유사하나 [그림 25]와 같이 주

어진 단위분수만큼을 필요한 수만큼 추가로 그리되 각

부분에 단위분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 

, 


를 표시하여 전체를 완성하는 경우이다. 이는 해당 반

응을 보인 학생들이 각 조각을 분석적으로 보되, 조각

들을 종합하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결과로 해석

된다. 이 반응을 보인 학생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 학생들이 쓴 

, 

와 같은 분수는 가분수를 뜻하

기 보다는 2조각 중 둘째 조각, 4조각 중 넷째 조각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5] B 학생의 정답 사례

[Fig. 25] Answer case of student B

셋째, [그림 26]과 같이 알맞게 나머지 부분을 그려

전체를 완성했으나, 아무런 분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그려 넣은 조각에 2, 3, 4와 같은 자연수를 써

넣은 경우이다. 이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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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를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의 1이므로

전체 4조각이 되려면 3조각이 더 있어야 함을 이해하

고 문제를 해결했으나 각 조각을 분수 대신에 자연수

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26] C 학생의 정답 사례

[Fig. 26] Answer case of student C

이때 부수적으로, 상단에 제시된 실생활 소재 문제

와 하단의 도형 문제에서 표현의 다양성에 있어 차이

가 발견되었다. 상단의 두 문제는 학생들이 실생활에

서 먹었던 와플과 초콜릿케이크라는 명확한 대상이 주

는 개념이미지로 인해 정답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그

린 전체 그림이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하단의 도형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 27]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전

체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그림 27] D, E 학생의 정답 사례

[Fig. 27] Answer cases of student D, E

한편,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리는 활동 시 학생들이

보인 오류 유형은 2가지이다. 첫째는 [그림 28]과 같이

나머지 부분의 개수는 옳게 그렸지만 연속량이 아닌

분리된 부분들, 즉 이산량으로 전체를 표현한 경우이

다. 엄밀히 말하면 문제에서 연속량의 전체를 그리라

고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산량의 전체를 그리

더라도 오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는

연속량에서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를 다루며 아직

학생들이 이산량에서 전체-부분 관계를 학습하기 이전

이므로 학생들이 학습한 연속량에서의 분수와 관련하

여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즉 이산량

으로 전체를 표현한 경우를 통해서는 와플 1개, 초콜

릿케이크 1개, 피자 1판 등 하나의 연속적인 전체를

의미 있게 이해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때 일부

학생은 상단의 실생활 소재 관련 문제에서는 연속량으

로 전체를 표현하였으나, 하단의 도형 관련 문제에서는

이산량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28] F 학생의 정답 사례

[Fig. 28] Answer case of student F

학생들이 보인 둘째 오류 유형은 예를 들어 제시된

부분 

을 보고 


만큼 2개를 추가로 그려야 하는데

3개를 더 그리고, 부분 

을 보고 


만큼 3개를 추가

로 그려야 하는데 4개를 더 그린 경우이다. 이 학생들

은 제시되어 있는 단위분수만큼의 부분은 제외하고 나

머지 부분을 그려야 전체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분수의 과정은 수의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으며, 분

수 개념을 적절히 이해하는 것은 이후의 산술 학습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기초할 때 3학년 시기에 분수 개념을 처음 학습하게

된다. 이때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로 도입되지만,

이후 가분수, 대분수 등으로 분수의 아이디어가 확장

되면서 측정으로서의 분수가 자연스럽게 혼재하게 된

다. 분수 개념을 적절히 이해하고 그 아이디어를 확장

하기 위해서는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에 관한 이

해를 넘어서, 주어진 분수가 단위분수 몇 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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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인지, 단위와 전체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막 분수를 접한 3학년 학생

들이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수학 수업 시 교사는 관련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 표

현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초등학교에서

수학 교과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수학 교과서에서 단위분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부분으로부터 참조 기준을 파악하는 활동은 어떻게 구

현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관련 차시에서 학생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어떠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전체와 부

분의 관계에서 전체를 의미 있게 파악하고 분수 개념

을 학습하는지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

초하여 7차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

학 교과서의 해당 차시 내용을 비교하고 초등학교 3학

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리는

활동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

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에서는 분수 개념 학습 시 단위분수를 명시적으

로 정의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수의 역사

발생적 분석에 기초할 때, 분수 개념 학습 시 단위분

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며(정은실,

2006), 단위분수가 분수 학습의 시점이라는 것은 다수

의 수학교육 전문가가 동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단위

분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단위분수가 몇 개인

수로서 분수의 아이디어를 다룬다면, 학생들이 전체-

부분 관계로서의 분수에서 측정으로서의 분수로 아이

디어를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이때, 2009 개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과서에서 단

위분수를 취급하는 위치와 흐름이 상이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분수 개념을 처

음 정의하는 맥락에서 분자가 1인 특수한 형식의 분수

를 단위분수로 정의하며,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단

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맥락에서 단위분수를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단위분수의 제시 위치와 방식이 다

른 것은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V장에서 언급했듯이, 2009 개정

교과서의 방식은 분수의 한 유형으로서 단위분수를 자

연스레 정의할 수 있으나, 단위분수의 정의를 다소 일

찍 도입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2015 개정 교과서의

방식은 분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단위분수를 정의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이전 차시에서

도 계속 단위분수가 등장하고 더욱이 동분모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분수는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를 통해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분수를 정

의하지 않고 사용하여 다소 늦게 정의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따라서 분수 개념을 처음 학습하는 단원에

서 단위분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한다면, 교과서 상의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한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분수 학습 시 부분을 보고 참조 기준을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Barnett-Clarke et al., 2010), 이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2015 개정 교과서뿐이었다. 분수 개념 학습

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이 가장 최근의 교과서에 포함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리는 활동’을 학생들이 어

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

은 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직전 차시에서 이제 막 전체-부분 관계로서

의 분수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이 주어진 부분을 보고

참조 기준에 해당하는 1단위를 파악한 후 그것을 그리

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활동에 관한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9b)의 기

술에 기초할 때,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리는 것은 전

체가 단위분수 몇 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가 전제될 때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5 개정 교과서에서 이 활동은 주어진 분수가 단위

분수 몇 개로 구성된 것인지 알아보는 차시에 앞서 제

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

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수행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학

생이 예를 들어 

은 전체를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의 1조각이니까 3조각이 더 있어야 한다는 분수

개념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

진 분수가 단위분수 몇 개로 이루어진 것인지 학습한

이후에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리는 활동을 수행했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또는 다른 각도로 활동에 접

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차시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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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활동

을 교과서의 어느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한지에 관해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아직 이산량에서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를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이 부분을 보고 이산량인 전

체를 그렸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분을 보고

이산량인 전체를 그렸다는 것을 오답으로만 취급해 버

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연 그 학생들이 주어진 부분을 보고 연속량인 전체

를 적절히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떠한 문제를

통해 좀 더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교과서

집필 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분수 개념 학습 시 7차부터 2015 개정 교과서

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

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분수를 다룰 때

다양한 맥락과 시각적 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나

(임미인, 2018; Chval et al., 2013), 교과서 집필 시 분

수 개념 학습의 연계성, 학생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하게 시각적 표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측정으로서의 분수 학습을 고려하여 분수 학습 전

반에서 직사각형 띠 모델을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제

안한 서동엽(2005)의 연구, 수직선의 효과적 활용을 주

장한 Barnett-Clarke et al.(2010)의 연구 등 관련 선행

연구를 참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했

을 시 분수 개념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는 시각적

표현은 무엇인지에 관한 실제적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분수는 결코 수의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그 추상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학습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다. 분수가 산술 학습의 핵

심 아이디어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분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

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분

수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학습 내용, 즉 분수 개념의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행과 이해를 파악하는 연구가 다

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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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current curriculum, students learn the concept of fraction in the 3rd grade for the first 
time. At that time, fraction is introduced as whole-part relationship. But as the idea of fraction expands 
to improper fraction and so on, fraction as measurement would be naturally appeared. In that situation 
where fraction as whole-part relationship and fraction as measurement are dealt together,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get experiences of understanding and exploring unit and whole adequately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frac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o deal 
with unit fractions, how to implement activities to find the standard of reference from the part, and 
what visual representations were used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fractions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from the 7th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we analyzed 60 
3rd graders’ understanding of finding and drawing the whole by looking at the part. Several didactical 
implications for teaching the concept of fractions were derived from the discus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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