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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정에 따른 초등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 분석1)

유 진 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생)

신 재 홍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단위 조정 능력이 분수 개념

이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2019.3.～2019.6.)에

걸쳐 교수 실험을 진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와 관련된 스킴과 조작이 교수 실험 동안 어떻

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학생

의 단위 조정 조작은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업 초반에 부분 분

수 스킴의 학생은 분수를 2수준 단위를 가지고 조작함으

로써 분수를 또 다른 종류의 자연수로 인식하였다. 학생은

진분수와 전체 1을 단위 분수의 배수로 동시에 인식하면

서 분수를 자연수와 명확히 구분하였다. 역 부분 분수 스

킴의 학생은 1보다 큰 자연수를 내재화된 3수준 단위로,

자연수 아닌 가분수를 활동 중에 3수준 단위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교수학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분수는 산술에 있어 가장 복잡한 수로 간주되어 왔

다. 그동안 수학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분수 학습을

연구하는 노력 중 하나로 Kieren(1980)은 부분-전체,

측정, 몫, 비율, 연산자와 같이 5가지 하위 개념의 분수

지식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전체 개

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으나(Baturo, 2004;

Boulet, 1998; Lamon, 1999) 탄탄한 분수 지식 구성을

위해서는 부분-전체 개념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분수의

다양한 개념과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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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하나의 분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강흥

규, 2013; 이대현, 2018; 이지영, 방정숙, 2014; Mack,

2001; Tzur, 1999).

국내에서 분수 개념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강흥

규, 2013; 이지영, 방정숙, 2014; 정은실, 2006; 최근배,

2015)는 등분할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단위를 구성

하고 추론하는 활동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균등 배분

의 상황에서 분할이라는 정신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분수를 배우고 여러 종류의 단위를 조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단위를 구성하고 조작하는

방법들을 기반으로 분수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

(Hackenberg, 2007; Steffe, 1992; Steffe & Olive,

2010). 분수 맥락의 단위 조정 관점에서 학생들은 진분

수를 전체의 부분으로만 사고하지 않고 전체에서 분리

한 부분과 그 부분이 분리된 전체를 조정하여 조작할

수 있고 가분수를 만들기 위해 단위 분수를 전체를 넘

어 반복하더라도 단위 분수와 전체를 조정하여 전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단위 조정(units

coordination) 활동은 측정 결과로서의 분수 개념을 개

발할 수 있게 하고 가분수 개념을 포함한 상위 분수

지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Boyce &

Norton, 2016; Hackenberg, 2007; Norton & Boyce,

2015).

국내에서도 단위 조정 관점에서 분수를 연구하였는

데 이지영(2019)은 교과서 분수 도입 단원을 단위 조

정 단계에 따라 분석하고 분수 교수 학습 상황에서 단

위 조정 조작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성희,

신재홍, 이수진(2019)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분수

스킴과 단위 조정 능력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여 가분

수 개념 구성에 필요한 단위 조정 조작에 대해 논의하

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분수 양을 단위로 구성하

고 조작하는 데 있어 제한을 겪는 학생이 어떠한 단위

조정 단계를 거쳐 분수 개념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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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여러 국내외 선행 연구(이지영, 방정숙, 2014;

정은실, 2006; 최근배, 2015; Steffe, 2002; Thompson

& Saldanha, 2003; Tzur, 1999, 2004)에서는 분수 개념

중 가분수 개념이 단위 분수를 분수 단위로 이해하는

측정 개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분

수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분수를 문제 해

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분수와

관련된 적절한 구조적 관계를 구성했음을 확인해야 하

는데, 이러한 구조적 관계의 구성을 위해서는 3수준

단위 구조1)의 내재화(interiorized)가 필수적이라고 주

장하였다(Hackenberg, 2007; Norton & Boyce, 2015;

Olive & Steffe, 2002; Tzur, 1999).

특히 국외에서는 교수 실험을 통해 분수를 2수준

단위 구조와 3수준 단위 구조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사

고 과정을 관찰하여 학생의 분수 개념 및 가용한 조작

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분

수 개념 구성에 있어 양 사이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

조정하고 수를 3수준 단위로 구조화하여 이해하는 것

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Hackenberg, 2005, 2010;

Hackenberg & Tillema, 2009; Shin, 2010).

이상의 연구에서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한 학생

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분수에 대한 학습 경

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볼 때 3수준 단위

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어떻게 3수준

단위를 구성하고 분수를 개념화하는지 그 과정을 면밀

하게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위 조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

(Hackenberg, 2013; Norton & Boyce, 2015; Olive,

1999)가 자연수 맥락의 곱셈적 사고에 집중하여 분수

개념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

하지 않은 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를 분수 맥락의 단위

조정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실제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단위 조정 과정을 상세하게 관

찰하여 분수 개념 이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

며 특정 상황에 대한 분수 이해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교수 실험과 같은 실증 연구가 여전히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Thompson,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분수

1) Ⅱ.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개념 이해와 관련된 스킴과 조작이 교수 실험 동안 어

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 학생의 단위 조정 능력이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탐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teffe와 그의 동료들이 학

생들과의 교수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인 분수 스킴

을 토대로 분수 양을 생성하고 여러 양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단위 조정 조작 방식을 살펴보고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총 14차시 교수 실

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이 ‘분수

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수 개념

분수 개념이란 인지 주체가 분수를 수학적으로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신적 표상

(re-presentation)이다. 부분-전체 개념은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 교과서의 분수 도입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

인 분수 이해의 출발점이다(이대현, 2018). 이 개념은

어떤 대상을 전체로 간주하고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부분으로 등분할하는 상황에서 전체에 대한 부분인 ‘m

개 중의 n개’ 구조로 분수를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의

분수 개념이 계속 성숙해 가더라도 부분-전체 개념은

항상 분수 개념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기저이다(Hackenberg, Norton, & Wright, 2019).

진분수를 이해하는 데 부분-전체 개념은 매우 유용

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분수 

를 부분-전체 개념

으로 이해할 때 ‘4개 중의 5개’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이므로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다른 분수 개념으로 조

정해야 한다.

Simon(2006)은 [그림 1]의 색칠된 부분을 ‘양

(quantity)’으로 다룰 줄 알아야 가분수 상황에 직면할

때 가분수 

를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을 양으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하나의 

을

추가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즉 ‘

가 1보다 


만

큼 크고 

의 5배와 같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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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분수 개념을 비로소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양으로서의 

에 대한 이해(Simon, 2006,

p. 368)

[Fig. 1] Understanding of 

as a quantity(Simon,

2006, p. 368)

분수를 양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크기’ 속성을 갖

는 분수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분수의 크기 비교가 가능해지면 수 개념 맥락에

서 자연수 사이에 분수를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한 점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직선은 명확한 측정 단위를

통해서만 학생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모델로 단위 분

수를 분수 단위로 이해할 때 분수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Hackenberg, Norton, & Wright, 2019). 다시

말해 분수를 측정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위 분

수를 측정 단위로 인식하고 단위 분수를 사용한 측정

과정을 통해 가분수와 같은 비단위 분수(non-unit

fraction)를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수를 양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학생이 분수 양을 어떻게 단위로 구성하고 조작하는지

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분수 스킴(fraction scheme)과 단위 조정

스킴은 행동을 반복 가능하고 일반화할 수 있게 하

는 인지 구조를 의미한다(Piaget, 1970). 스킴은 경험

상황(experiential situation), 활동(activity), 결과

(result)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이 어떤 문

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반복하고 적용하

여 시행착오 없이 결과를 구했을 때 이러한 행동 양식

을 스킴이라 할 수 있다(von Glasersfeld, 1995).

Steffe(2002)는 급진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스킴의 조

작적 변화, 조작 결과물로서의 스킴을 수학적 지식의

구성으로 보았다. 학생은 수학적 내용과 관련된 정신

적 행동으로서의 조작을 실제 활동을 통해(in activity)

결과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활동 수행 이전에(prior to

activity) 결과를 예상하는 등의 행동 조정을 할 수 있

다(Steffe & Kieren, 1994). 후자와 같이 실제 조작의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에게 그 조작이 정신적 행동으로서 내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그 조작을 활동의 주

요 요소로 한 스킴을 구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로 볼

수 있다.

Steffe와 그의 동료들은 오랫동안 교수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구성한 분수 스킴을 연구하였다. Olive(1999)

와 Steffe(2002)는 분수 지식 구성과 관련한 분수 스킴

중 진분수 구성과 관련된 부분 분수 스킴, 가분수 구

성과 관련된 반복 분수 스킴, 두 스킴을 연결하는 역

부분 분수 스킴을 제시하였고, 이 스킴들은 부분 분수

스킴, 역 부분 분수 스킴, 반복 분수 스킴 순서로 재조

직된다(McCloskey & Norton, 2008; Olive, 1999).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스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위 조정은 합성 단위(composite unit)를 이루고

있는 각 단일 단위에 또 다른 합성 단위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위 조정 조작을 통해 단위 구

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단위 구조는 양을 단위로

구조화하여 이해하는 단위 조정 과정에서 내포된 단위

수준(levels of unit)을 의미한다(Steffe, 2003). 예를 들

어 자연수 35를 ‘1의 35개, 35의 1개, 5의 7개’인 3가지

구조로 볼 수 있을 때 합성 단위 35에 대해 3수준의

단위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Steffe, 1992). 즉 내

재화된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지고 조작하는 학생은 실

제적인 분할 활동 없이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as given) 활용하여 정신적으로 3수준 단위의 재구성

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teffe(1992)의 단위 조정 조작을 분수 맥

락에서 학생이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하

여 단위 분수를 포함한 ‘분수, 그 분수의 단위 분수, 전

체’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여 곱셈적으로 이해할 수 있

을 때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지고 분수를 구성한 것으

로 간주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분수 스킴에 따른

단위 조정 조작으로 구성되는 단위 구조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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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 분수 스킴(partitive fraction scheme)과 2수

준 단위 구조

한 판의 피자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을 때 3명

이 먹는 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등분할 조작

(equi-partitioning operation)2)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

은 주어진 피자를 5조각으로 분할(partitioning)하고 그

중 한 조각을 분리(disembedding)하여 3번 반복

(iterating)하는 순차적인 활동을 통해 5등분된 전체 중

3조각에 해당하는 결과를 구할 수 있다(Steffe &

Olive, 2010). 이때 학생이 그 결과인 

을 이해할 때

부분-전체 개념에만 의존한다면 ‘5개 중의 3개’ 구조로

만 볼 수 있으나 측정 개념으로도 이해하는 학생은 


을 3번 반복한 양으로 인식할 수 있다(Norton &

Wilkins, 2009).

이처럼 진분수를 측정 가능한 양으로 인식할 때 첫

번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수 스킴인 부분 분수 스킴

이 구성되었다고 본다(Steffe & Olive, 2010). 이때 학

생은 전체에서 분리한 부분인 진분수 부분(

)과 그

부분이 분리된 전체(

)를 조정하여 ‘


이 3개’인 단위

이면서 ‘

이 1개’인 단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그림

2]와 같이 진분수 


을 2수준 단위 구조

(two-levels-of-units structure)로 이해한다. 그러나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은 등분되지 않은 단위 막대에 분

할 조작을 수행함과 동시에 단위 분수 ‘

이 5개’인 단

위가 

임을 인식하나 전체 1의 단위와 같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

부분 분수 스킴만을 구성한 학생들은 가분수를 이

해할 때, 예를 들어 

를 

로, 


를 

으로 해석하

는 것과 같이 주어진 분수의 분자, 분모 중 큰 수를

분모로, 작은 수를 분자로 이해하기도 한다

(Hackenberg, 2007; Tzur, 1999).

2) 등분할 조작에 대한 설명은 이후 스플리팅 조작과 비교하

여 자세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 2] 

을 인식하는 데 수반되는 2수준 단위 구조

[Fig. 2] Two-levels-of-units structure involved in

conceiving 


이러한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부분 분수

스킴을 사용하는 학생은 단위 막대가 주어진 상황에서




막대를 그릴 때, 단위 막대를 5등분 후 그중 한 부

분의 7배 크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3]과 같

이 단위 막대를 7등분 후 그중 5부분에 해당하는 양을




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림 3]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의 

에 대한 이해

[Fig. 3] Understanding 

of a student with a

partitive fraction scheme

그러나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이 단위 분수

로부터 가분수와 같은 비단위 분수를 조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은 2수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하여 단위 막대를 5등분

하고 그중 1부분을 분리한 후 7번 반복하여 

막대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활동 중에 3수준 단위 구

조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에게




이라는 양은 


안에서만 반복되기 때문에 조작 결

과인 가분수 

은 단위 분수 


을 7번 반복한 3수준

단위 구조를 잃어버리고 1이라는 단위를 7번 반복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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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단위 구조로 남게 된다. 따라서 학생은 전체를

넘어 단위 분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이 아닌 


로

간주하기도 한다(Hackenberg, 2007; Norton, 2008;

Tzur, 1999). 즉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은 활동 수행 이

전에 

을 ‘


의 7배’인 수로 예상하여 이해할 수 없

다. 그러므로 부분 분수 스킴의 구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수 양은 진분수로 한정되며, 가분수를 측정 가

능한 양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복 분수 스킴의 구

성이 필요하다(Steffe, 2002).

2) 역 부분 분수 스킴(reversible partitive fraction

scheme)과 스플리팅 조작

부분 분수 스킴의 재조직(reorganization)을 통해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기준이 되는 전체

(referent whole)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분수 양

으로부터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역 부분 분수 스킴

을 구성한 학생은 예를 들어 

막대가 주어질 때 이를

단위 분수의 배수로 인식하여 단위 분수 

을 찾기 위

해 3부분으로 등분할한 후 그중 한 부분을 분리하고 5

번 반복하여 전체 1을 구성할 수 있다.

부분 분수 스킴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조작은 분할,

분리, 반복이 차례대로 수행되는 등분할 조작이고 역

부분 분수 스킴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작은 세 조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플리팅 조작(splitting operation)

으로 두 분수 스킴 간의 구분은 이 조작들의 차이에

있다.

학생에게 A막대 길이의 5배인 막대를 하나 제시하

고 A막대를 그려보라고 하였을 때, 학생이 주어진 막

대를 반복의 역 활동으로 분할하지 않고 5번 반복을

시도할 경우 스플리팅 조작은 그 학생에게 가용한 조

작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이 감각 운동 활동 없이 정

신적 행동으로서 막대를 5부분으로 등분할하여 그중

한 부분을 A막대라고 할 수 있다면 스플리팅 조작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플리팅 조작은 분할과 반복 두 조작을 동시적으

로 합성하여 하나의 조작으로 합친 것이다(Norton,

2008; Norton & Wilkins, 2009). 등분할 조작이 분할에

서 반복으로 가는 단일 방향(uni-directionality)인 반면

스플리팅 조작은 분할과 반복 사이의 역 관계를 조정

할 수 있으므로 양방향(bi-directionality)의 성격을 갖

는다. 예를 들어 등분할 조작만을 구성한 학생은 

막

대에서 전체를 만들 때 5등분 후 한 부분(

막대의 



부분)을 분리하여 3번 반복하지만 스플리팅 조작을 구

성한 학생은 주어진 

막대를 3등분 후 한 부분(


막

대의 

부분)을 분리하여 5번 반복할 수 있으므로 등

분할 조작의 방향을 가역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

서 스플리팅은 부분과 전체의 곱셈적 관계를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상위 분수 스킴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적인 조작으로 가역적인 곱셈 추론을 수반함으로써 3

수준 단위 구조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게 한다

(Hackenberg, 2007; Norton, 2008; Norton & Wilkins,

2009; Steffe, 2002; Tzur, 1999)

2수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는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이 진분수 양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을

수행하여 진분수에 대한 가역적 추론을 할 수 있을 때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것으로 본다(Steffe &

Olive, 2010). 이러한 가역적 추론을 하기 위해 학생은

활동을 통해 ‘단위 분수, 진분수, 전체 1’ 사이의 관계

를 3수준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Boyce & Norton,

2016; Hackenberg, 2007; Hackenberg, Norton, &

Wright, 2019). 예를 들어 역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은

[그림 4]와 같이 ‘

, 

, 

’ 사이의 관계를 활동

중에 3수준 단위로 조정하여 전체 1을 3수준 단위 구

조(three-levels-of-units structure)를 가진 양으로 구

성할 수 있고 부분 분수 스킴 학생과는 달리 분할 조

작 수행 이후에도 1의 단위가 5개의 

단위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단위 분수와의 곱셈적 관계를 유지한다.

본 연구는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이 단

위 분수 지위(status)를 유지한 채 진분수를 포함한 전

체 1을 조작할 수 있을 때 단위 분수 관점에서 ‘분수,

그 분수의 단위 분수, 전체’ 사이의 관계를 활동을 통

해 3수준 단위로 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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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서 전체를 복원하는 데 포함되는 3수

준 단위 구조(Boyce & Norton, 2016, p. 13)

[Fig. 4] Three-levels-of-units structure involved in

reconstructing the whole from 

(Boyce & Norton,

2016, p. 13)

그러나 역 부분 분수 스킴의 학생은 가분수 양에

대해 스플리팅 조작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단위 분수가

전체를 넘어서 반복될 경우 단위 분수 양이 단위 분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연수 1의 단위로 머

무르게 되어 가분수를 3수준 단위 구조로 내재화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가분수

개념 구성을 위해서는 처음 구성한 양적 구조인 전체

(whole)를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 인지하여 ‘분수, 그 분수의 단위

분수, 전체’ 사이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 예상하여 조

정하고 이 수준의 단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Hackenberg, 2007).

3) 반복 분수 스킴(iterative fraction scheme)과 3수

준 단위 구조

반복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전체를 넘어 단위

분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분수를 구성하는 어떠한

단위 분수도 동등한 지위(identical status)를 갖는 양

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임의의 분수를 단위 분수의

배수로 간주한다(Olive & Steffe, 2002). 예를 들어 이

러한 학생은 

을 구성할 때 기준이 되었던 전체 1이




임을 잊지 않고 가분수 


을 7개의 


단위로 된 단

위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은 가분수 

에 대해

스플리팅 조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3수준 단위를 주

어진 자원으로 하여 ‘단위 분수 

, 단위 분수에서 파

생된 전체 

, 가분수 


’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그

림 5]와 같이 

을 ‘


, 

, 


’의 3수준 단위 구조

를 가진 양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단위 조정 측면에서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하여 ‘단위 분수를

포함한 진분수, 전체 1, 가분수’ 사이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의 정신적 재구성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분수

개념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Steffe, 2002).

[그림 5] 

을 인식하는 데 수반되는 3수준 단위 구

조(Boyce & Norton, 2016, p. 14)

[Fig. 5] Three-levels-of-units structure involved in

conceiving 

(Boyce & Norton, 2016, p. 14)

그러므로 3수준 단위 구조가 내재화되지 않은 채

가분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

분수 개념을 단위 분수와 전체 1 사이의 곱셈적 관계

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즉 부분 분수

스킴만을 구성하여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지 않

은 학생은 가분수 

을 대분수 


로 말하기도 하지

만 이는 ‘

의 7배’라는 양적 구조를 이해한 충분한 증

거로 볼 수 없다(Hackenberg, 2005, 2007).

반면 반복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임의의 분수

를 단위 분수의 배수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을 ‘



의 7배’라는 양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고 가분수 

을

비로소 측정 가능한 양으로 인식하므로 수직선 위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리하면 단위 조정 맥락에서 가분수 개념이 구성

되었다는 것은 조작할 수 있는 단위 수준이 2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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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으로 진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는 것은 가분수를 수로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분수 사칙연산을 포함한 의미 있는 분수 학습

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Hackenberg, 2013;

Hackenberg & Tillema, 2009; Olive, 1999).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개관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와 관련된

스킴과 조작이 교수 실험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

펴보고 학생의 단위 조정 능력이 분수 개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초기 수 지식의 구성은 종종 교사의 도움 없이 일

상생활 속에서 습득하기도 하나 분수 학습의 대부분은

교사의 문제 제기와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한 교수 활동이 중요하다(Tzur, 1999, 2004).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사고 과정을

직접 경험하여 학생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조작하고 조

작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이

구성한 분수 개념을 연구하고자 교수 실험(teaching

experiment)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교수 실험을 통해 학생의 수학적 사고를

스킴과 조작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교사의 의도가 반영

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의 수학적 이해에 관한 가설

을 계속 수정하고 검증함으로써 학생의 수학적 지식

이해와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McCloskey & Norton,

2008; Thompson, 2008).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한 명

을 대상으로 4개월(2019.3.～2019.6.) 동안 진행한 교수

실험을 통해 수집되었다. 학생의 기록 행위를 담을 카

메라 1대, 학생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 교사와 학생의

대화 등 전체 교수 실험의 장면을 담을 카메라 1대로

각각 전 차시 수업을 촬영하여 참여 학생의 수학적 활

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촬영한 두 비

디오 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전사되었으며 학

생의 학습지, 연구자의 기록 노트 등이 자료 분석에

종합적으로 활용되었다.

분석은 두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차 진행 중 분석

(ongoing analysis)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의 조

작 방식에 인지적 갈등(perturbation)을 유발할 수 있

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매 수업 후 이루어졌다. 이

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학생의 언어와 행동 뒤에 숨

어 있는 의미를 찾아 학생 사고의 근원(originality)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teffe & Thompson, 2000).

2차 회고적 분석(retrospective analysis)은 모든 수

업이 종료된 후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회고적 분석을

통해 학생의 수학적 활동에 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살

펴봄으로써 상호 작용에서 발견되지 못한 중요한 요소

를 발견하여 초기의 해석을 수정할 수 있다(Steffe &

Thompson, 2000).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학생이 수학적 개념을 구

성하는 데 사용하는 조작 방식에 있어 일관되게 드러

나는 패턴, 변화, 제한(constraint) 요소를 일관되게 설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3. 연구 참여자와 과제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분수 양을 다룰 때 단위를 구성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서 드러나는 분수 이해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은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

지 않았으나 분수 양을 2수준 단위로 내재화하여 2수

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선

정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는 J 초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1명이

참여하였고 학생의 자연수 개념 및 분수 단위 간의 조

정 수준을 파악하는 수업 초반 테스트를 통해 연구 대

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수업에는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1 저자가 교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업은 대상 학

생의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어 학생이 편안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집에

서 실시되었다. 수업은 한 차시에 1시간 내외로 진행

되었으며 학생은 14차시 교수 실험 동안 총 85개 과제

를 다루었다. 본 교수 실험에서 활용한 과제는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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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킴과 조작 측면에서 학생의 단위 조정 조작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 연구(Hackenberg, 2007;

Hackenberg & Tillema, 2009; Norton & Wilkins,

2009, 2010; Steffe & Olive, 2010)에서 사용된 과제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학생의 분수에 대

한 사고를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분수 단위 간의 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과제로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과제는 크게 자연수 개념, 분수 개념, 동량 분수, 분

수 연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자연수 곱

셈 개념을 묻는 테스트 과제 5개, 분수 개념을 다루는

과제는 45개, 동량 분수 과제 10개, 동분모 분수의 덧

셈 및 단위 분수의 덧셈 과제 8개, 단위 분수의 단위

분수, 단위 분수의 비단위 분수 등의 분수 곱셈을 다

루는 과제는 17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그중 학생

의 단위 조정 조작 방식에 따른 분수 개념 이해 변화

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를 일부 선별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동분모 분수 덧셈은 4학년 2학기에, 크기가 같은 분수

(동량 분수)는 5학년 1학기, 분수의 곱셈은 5학년 2학

기에 지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대상 학생의 학년 요

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

한 학생이 분수 양에 대해 3수준 단위를 구성하고 분

수 양 사이의 관계를 조정해가는 과정을 탐색한 선행

연구(Hackenberg, 2005, 2007, 2010; Hackenberg &

Tillema, 2009; Shin, 2010)에 근거하여 학생의 가용한

단위 조정 조작 수준에 방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여 분

수 양을 2수준 단위로 예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이 단위 조정 조작에 따라 구성하는 분수 개념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2수준 단위 구조

를 내재화한 학생이 실제 활동 중에 3수준 단위로 다

루어 풀이할 수 있는 과제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고 학

생의 반응을 해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자 하였다.

예를 들어 재귀 분할(recursive partitioning)은 3수

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한 학생에게 가용한 조작이나

단위 분수 곱셈 과제의 경우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

화한 학생이 실제 활동 중에 3수준 단위를 구성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Hackenberg & Tillema, 2009;

Steffe, 2003). 또한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5학년 2학기

부터 분수의 곱셈을 지도하는데 재귀 분할 조작 중 가

장 기본이 되는 단위 분수의 곱셈이 3수준 단위 구조

에 기반한 어느 분수 조작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Shin & Lee, 2018)를 토대로 단위

분수의 곱셈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의 분수 단위 간의

조정 과정을 다양하게 살피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교사에게 힌트를

얻지 않고 학생 스스로 행동을 조직(organize)할 수 있

도록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학생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

펴 학생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

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수 실험 동안 학생은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과제를

해결할 때, 바로 답을 말하고 제시한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교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는 학생이 이해한 문제 상황을 면밀하게 해석

하기 위해 그림 또는 식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는데

특히 분수식 중에서도 곱셈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를 요

청하여 학생이 구성한 분수 개념이 배수적 관계에 의

한 것인지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4학년 학생은

정규 교육 과정상에서 분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으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벗어난다고 볼 수

도 있으나 교수 실험 동안 학생은 나름대로 분수식을

표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교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학생이 단위 분

수와 분수 사이의 관계를 곱셈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과정은 학생이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자

들은 분수를 바라보는 학생의 사고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수를 단위 분수의 배수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분수 개념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학생의 단위 조정 조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분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

므로 분석된 과제 중 일부는 분수의 곱셈과 직접 관련

되지 않아도 문제 상황에서 교사가 의도를 갖고 학생

에게 분수와 단위 분수의 곱셈적 관계에 대해 질문하

여 곱셈 상황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과제

가 각 분수 스킴의 구성을 대표하는 과제가 아닐지라

도 학생의 분수 개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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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과제

[Table 1] Tasks used for this study

수업 차시(일자) 과제 번호 과제에 제시된 상황 학생의 단위 조정 조작

3차시

(2019/04/06)
[과제 1]

단위 막대에서

가분수 

나타내기

가분수(

)를 진분수처럼 간주하여

2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조작

6차시

(2019/04/27)
[과제 2]




과 


의 관계

파악하기



과 


의 관계(2수준 단위) 조정

9차시

(2019/05/25)

[과제 3]
‘

, , ’ 사이의

관계 파악하기




과 , 과 의 관계(두 2수준 단위)를

순차적으로 조정

[과제 4]



막대에서

자연수  나타내기

실제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를 이용하여

진분수(

)를 조작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보다 큰 자연수()를 조작

10차시

(2019/06/05)
[과제 5]




막대에서

단위 분수 


나타내기

가분수(

)를 진분수처럼 간주하여

2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조작

11차시

(2019/06/08)

실제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를 이용하여

자연수 아닌 가분수(

)를 조작

된 경우 소개하였다.

수업 초반(1차시～4차시), 교사는 학생의 분수 스킴

과 분수 단위 간의 조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수

곱셈 개념, 분수 개념, 동량 분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생은 단위 막대에서 진분수와 가분수를 조작하거나

분할되지 않은 단위 막대에서 단위 분수와 그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는 과제를 주로 다루었다. 교사는 학생

이 진분수를 2수준 단위로 조작하는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것으로 판별하였는데 학생은 단위 막대에서 가

분수 양을 찾는 상황([표 1]의 [과제 1] 참고)에서 독특

한 이해 방식을 보여주었다. 학생의 반응을 회고 분석

한 결과 [과제 1]에서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의 분수 개

념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학생은 단위 분수를

자연수 1의 단위, 비단위 분수를 비단위 분수의 분자

에 해당하는 자연수 단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업 중반(5차시～9차시), 교사는 학생이 분수를 자

연수 단위로 간주하여 2수준 단위 구조로 다루는 것이

가분수와 같은 비단위 분수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단위 분수 관점에서 분수를 3수준 단

위로 다룰 수 있도록 분수 개념, 동량 분수, 분수의 곱

셈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생은 단위 분수의 곱셈 상황

에서 진분수를 2수준 단위에서 3수준 단위로 바라보는

가능성을 열게 되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해 방식을 수

정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하

는 중에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표 1]의 [과제 2] 참

고). [과제 2]를 계기로 학생은 단위 분수와 전체 1의

관계를 2수준 단위로 인식한 상태에서 단위 분수와 진

분수를 2수준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짐을 보였는데

이는 곧 학생이 자연수와 분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점과 관련 있어 보였다.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 중인 학생은 2수준 단위

구조를 정신적으로 내재화하여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

할 수 있었는데 역 부분 분수 스킴의 구성은 학생이

두 2수준 단위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흐름과 관련되



유 진 영․신 재 홍96

어 나타나는 듯 보였다. 특히 학생은 기준이 되는 전

체 1의 단위를 포함하여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인 조

정을 통해 ‘단위 분수, 전체 1, 1보다 큰 자연수’ 사이

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었다([표 1]의 [과제 3] 참고).

이러한 단위 조정 경험을 토대로 학생은 ‘단위 분수,

진분수, 전체 1’ 사이의 관계를 활동을 통해 3수준 단

위로 조정함으로써 진분수를 단위 분수와 전체 1의 단

위와 연결하여 다룰 수 있었다.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전체 1의 단위를 포함한 두 2수준 단위

의 동시 조정을 통해 1보다 큰 자연수를 내재화된 3수

준 단위로 조작할 수 있었다([표 1]의 [과제 4] 참고).

이 과정에서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 조정과 동시 조

정에 의한 조작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학생이 3수준 단위 구

조를 구성하는 데 처음 사용했던 단위 구조를 잃어버

리지 않기 위해 단위 분수와 전체 1의 곱셈적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보였다.

수업 후반(10차시～14차시), 교사는 학생의 변화된

단위 조정 조작에 의한 분수 개념 이해를 파악하기 위

해, 수업 초중반에 학생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중심

으로 유사하게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분수

개념, 분수의 덧셈, 분수의 곱셈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

의 단위 조정 능력과 분수 개념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교사는 학생이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연수 아닌 가

분수 양 막대를 포함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이 주어

진 양을 어떠한 단위 수준으로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은 자연수 아닌 가분수 양을 활동 수준으

로 3수준 단위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었는데 1보다 큰

자연수 양을 내재화된 3수준 단위로 다루는 것과는 또

다른 인지적 장애가 존재하는 듯 보였다([표 1]의 [과

제 5] 참고).

따라서 본 연구는 교수 실험에서 제시된 여러 과제

중 [표 1]과 같이 학생의 단위 조정 조작 방식에 따라

분수 개념의 이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부 과제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분석 결과 학생이 해결한 과제 순서에 따라 학생의

단위 조정 능력에 따른 분수 개념의 이해 변화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수업이 진행된 순서에 맞추어 학생

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되 분수 스킴의 구성 및

단위 조정 조작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 장면들

을 위주로 단위 조정 조작 방식을 분석하고 학생의 단

위 조정 능력이 분수 개념 이해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가 학생에게 해당 과제를 제시

한 의도를 설명하고 학생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

한 표상(그림, 식) 및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나타

낸 발췌문을 활용하여 학생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1.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의 단위 조정 조작에 따른

분수 개념 이해

교수 실험(1～3차시)에서 은서3)는 전체에서 분리한

부분과 그 부분이 분리된 전체를 조정하여 진분수 양

을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분수 양을 2수준 단위

로 내재화하여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은서

는 선행 연구(Hackenberg, 2007; Norton & Wilkins,

2009, 2010)에 사용된 자연수 곱셈 개념 및 부분 분수

스킴 과제 일부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하였으므로 교사

는 은서가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4)

교사는 은서가 진분수를 측정 가능한 양으로서 이

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교수 실험(3차시～9차시)에서 은

서의 진분수 및 가분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 부분 분수 스킴, 반복 분수 스킴, 동량

분수, 단위 분수 곱셈 과제로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그중 분수를 단위로 구성하고 분수 양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은서의 분수 개념을 확연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과제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1) 가분수(

)를 진분수처럼 간주하여 2수준 단위

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조작하는 은서

은서는 교수 실험 동안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3)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4) 예를 들어 은서는 등분되지 않은 단위 막대와 그 막대의




부분이 주어질 때 각각을 단위 분수 부분인 


을 4번,

3번 반복한 양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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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자기 나름대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한 은서는 단위 막대에 가분수 양을 나

타낼 때 독특한 이해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그 과정에

서 은서의 분수 개념이 확연하게 드러난 과제를 소개

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분수 스킴 과제 중 은서가 가

분수를 조작하는 단위 조정 수준에 따른 분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제 1]에 대한 은서의 문제 해결 과

정과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1] 길이가 1인 막대 그림이다.

길이가 

인 막대를 그려보시오.

은서는 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막대의 실제 길이를

10.1센티미터로 측정 후 등분할을 시도하였다. 교사가

몇 등분 하려고 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은서는 “12등분

이요.”라고 대답하면서 [그림 6]과 같이 단위 막대를

12등분 후 8조각을 색칠하였다. 교사는 은서의 추론에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색칠한 8조각 중 한 조

각이 나타내는 양이 얼마인지 질문하였다. 은서는 “12,

12분의? 잘못 그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풀이가 무언

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6] 

에 대한 은서의 첫 번째 그림

[Fig. 6] Eunseo’s first drawing of twelve-eighths

은서는 가분수 

가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부분

분수 스킴의 상황으로 동화(assimilation)하여 진분수




을 구성하는 것처럼 단위 막대를 12개 부분으로 분

할하여 한 부분을 분리한 후 8번 반복하는 등분할 조

작을 수행한 것으로 보였다. 이는 부분 분수 스킴만을

구성한 학생들이 분수의 분자, 분모 중 큰 수를 분모,

작은 수를 분자로 이해하는 필연적 오류(necessary

error)로 볼 수 있었다(Hackenberg, 2007; Steffe &

Olive, 2010; Tzur, 1999).

가분수 

의 분모 8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마

지막 8번째 조각을 색칠한 것으로 보아 전체 ‘12개 중

의 8개’를 색칠한 것은 은서의 가분수 분모 8에 대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한

조각이 나타내는 양이 얼마인지 질문하였을 때 은서의

“12, 12분의? 잘못 그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은

서는 풀이 결과를 다시 자신의 분수 스킴을 사용하여

해석하고자 시도한 듯 보였다. 은서는 한 조각이 전체

‘12개 중의 1개’이므로 

이어야 하는데 분모가 8인




의 단위 분수 부분으로서 무언가 서로 모순이 된다

고 생각한 듯 보였다. 은서는 자신의 풀이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즉시 전체 1을 구성하는 단위 분

수 부분을 새롭게 찾기 위해 [과제 1]의 풀이를 다시

시도하였다.

[그림 7](왼쪽)(오른쪽) 

에 대한 은서의 두 번째

그림

[Fig. 7](left)(right) Eunseo’s second drawing of

twelve-eighths

은서는 [그림 7](왼쪽)과 같이 자를 이용하여 20센

티미터 막대를 새롭게 그리고 1센티미터를 한 부분으

로 하여 20등분 후 막대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8개를 세고, 세고 남은 오른쪽 12개를 

라고 하면서

[그림 7](오른쪽)과 같이 네모로 묶었다. 그런 다음 네

모 부분을 왼쪽부터 하나씩 세어 8개와 4개로 구분하

는 세로 선을 그었다.

은서가 자신의 해결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두 번째로 시도한 방식도 분수는 전체가 어

떤 양으로 주어지든 전체보다 작아서 그 전체에 포함

되어야 하는 부분-전체 개념으로 이해하는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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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식으로 보였다.

은서의 “12센티, 8센티, 20센티! 20센티를 그리겠습

니다.”라는 설명으로 볼 때, 20센티미터 막대는 분자

(12센티미터)와 분모(8센티미터)를 합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가분수 

의 분자 12를 의미하는 12개를 부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보다 더 큰 전체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였다. 20등분 막대의 길이를 묻는 교사의 질

문에 은서는 1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연구자의 관점

에서) 은서가 그린 20센티미터 막대는 

막대로 볼

수 있었다. 은서는 전체 1을 구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단위 분수(

)를 찾은 듯 보였지만 네모로 묶은 12개

(

)를 


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은서는 네모 부분(12개)을 8개와 4개로 구분

하면서 갑자기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였는데 이러

한 은서의 행동은 교사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

하였기 때문에 본 교수 실험에서가 아닌 학교나 다른

학습 경험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은서는 가분수 

를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

로 자를 이용하여 16센티미터 막대를 그렸다. 은서는

[그림 8]과 같이 막대를 이등분하고 양쪽 막대를 각각

8등분 후 전체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1개, 2개”라고 말

하면서 자연수 1과 2를 적었다. 이후 12조각을 여러

색의 펜을 이용하여 색칠하였는데 왼쪽 막대 8번째 조

각을 색칠한 후 “이게 8이잖아요. 거기에다”라고 말하

고 오른쪽 막대 4번째 조각을 색칠한 후 “4니깐! 12!”

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8] 

에 대한 은서의 세 번째 그림

[Fig. 8] Eunseo’s third drawing of twelve-eighths

은서는 [그림 8]과 같이 조작한 가분수 양을 자연수

12로 인식하였다. 교사는 은서가 12라고 생각한 이유

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작한 양이 얼마인지 질

문하였는데 은서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 답

하였다. 이에 교사가 한 조각, 왼쪽 막대 8조각, 오른

쪽 막대 4조각이 나타내는 양이 얼마인지 차례대로 질

문하였을 때 ‘

, 

, 

’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은서

에게 한 조각 부분인 

은 


안에서만 반복될 수 있

는 양으로 추측되었다. 교사는 앞의 질문에 이어 곧바

로 은서에게 12조각의 양이 얼마인지 질문하였는데




로 잘 대답하였지만 처음에 


로 표현하였던 사실

로 비추어 볼 때 은서가 

을 12번 반복한 양으로 인

식하는지는 확실해 보이지 않았다.

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교사는 은서에게 가분

수 

와 관련하여 분수식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요

청하였다. [그림 9]와 같이 은서가 적은 3개의 분수식

은 은서가 구성한 

에 대한 단위 구조와 그에 따른

은서의 분수 개념이 확연히 드러난 증거로 볼 수 있었

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은서가 먼저 덧셈식인 ‘

 


 


’로 표현한 것으

로 보아 은서가 대답한 

는 덧셈적(additive)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교사는 은서에게 곱셈식으로 표

현하기를 추가 요청하였는데 은서는 곱셈식인

‘

×


 ’를 적고 스스로 ‘6 곱하기 6’에 대한 의미

를 생각한 후 ‘

×


 ’로 수정하였다.

교사는 은서가 적은 분수식이 자연수 식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은서에게 [그림 8]에서 은서가 조작

한 양과 그중 한 조각이 나타내는 양 사이의 관계를

곱셈으로 표현하기를 요청하자 ‘

×


 


’로 나타

내고 그 의미를 “1 곱하기 12는 12예요.”라고 설명하였

다. 은서의 설명으로 보아 은서가 표현한 분수식

(

×


 


)은 자연수 식(×  )에 분모 8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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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1> 가분수 

를 ‘개 중의 개’로

이해하려고 하는 은서

교사: 

와 똑같은 양을 갖는 다른 수로 표현

해 볼까?

은서: 수니깐 12 끝!

교사: 또?

은서: (

를 적는다.)

이거(16조각 전체를 가리키며) 16개잖아요.

(색칠된 12조각을 가리키며) 그중에 12.

교사: 

와 

가 같다는 거야?

은서: 아 그건 아닌데… (6초 후) 네, 같아요.

(전체 16조각을 가리키며) 16개 중에 12니까

[그림 9] 

에 대한 은서의 식 표현

[Fig. 9] Eunseo’s numerical expression of

twelve-eighths

교사는 은서가 가분수 

를 자연수 12로 간주한다

고 보고 [그림 8]에서 은서가 16센티미터 막대를 이등

분 후 자연수 1과 2를 적은 행동이 단위 분수 

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와 똑같은 양

을 갖는 다른 수를 표현하기를 요청하였다. 은서의 대

답은 가분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 단위 분수를 어떠

한 단위로 인식하고 가분수를 어떠한 단위 구조로 파

악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관련 상황은 <발

췌문 1>과 같다.

은서는 가분수 

를 또 다른 수로 표현하라는 교

사의 요청에 또다시 

이라고 답하였다. 두 수를 똑

같게 보는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같다고 답하면서 그렇게 답한 이유를 ‘16

개 중의 12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부분 분수 스킴의 은서는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

화하였으므로 2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하여

‘

, 

’의 관계를 ‘1, 12’의 관계(2수준 단위)로 간주

하고 등분할 조작을 통해 1을 12번 반복하듯이 

를

조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1보다 크게 반복 조작

을 수행한 후 단위 분수와 전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

기 때문에 

은 단위 분수 지위를 잃고 자연수 1의 단

위로 머무르게 되어 

의 16(12)부분을 각각 1의

16(12)부분으로 보고 

를 

와 동일하게 간주한 것

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을 구성할 때 기준이 되었

던 전체 1이 

임을 잊지 않고 


를 12개의 


단위

로 된 단위로 이해할 수 있는 스플리팅 조작은 은서에

게 가용한 조작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림 8]에서 자연수 1과 2를 적은 행동은 1

을 ‘

의 8배’인 수, 2를 ‘


의 16배’인 수로 이해하고

적은 것이 아니라 2개의 

막대 중 1번째 


막대와 2

번째 

막대의 의미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은서는

2에 대해서 ‘1이 2개’, ‘2가 1개’인 수로 볼 수 있었으므

로 2를 2수준 단위로 다루었지만 ‘

, 

, 


’ 사이

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 예상하여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분수 

를 인식하는 데 수반되는 3수준 단

위 구조를 구성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지 않은 은

서는 전체보다 크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스플리팅을 가

용한 조작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위 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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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을 조정하지 못하고 가분수 

를 (연구자의 관

점에서) 진분수 ‘

 


 


’로 이해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상 [과제 1]에서 드러난 은서의 반응으로 볼 때

은서는 단위 분수를 자연수 1의 단위, 비단위 분수를

비단위 분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자연수 단위로 간주하

는 경향이 있었다. [과제 1] 이후 은서는 한동안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식을 예를 들어 ‘×  ’의 자연

수 1과 10에 분모 10을 붙인 것처럼 ‘

×


 


’으

로 표현하였다([그림 9] 참고). 교사가 자연수 밑에 10

을 모두 쓴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은서는 “분수니까,

몇 분의 몇인데 몇 분이 없고 몇만 있으면 분수가 아

니고 자연수.”라고 답하였다. 은서는 자연수에 분모를

붙임으로써 분수를 자연수와 구분하고 있으나 자연수

연산 법칙에 따라 식을 세운 것으로 보아 분수를 ‘또

다른 종류의 자연수’로 이해하는 듯 보였다. 즉 은서는

단위 분수 

을 1의 단위로 간주하고 분수 


을 ‘1

이 10개’인 단위이면서 ‘10이 1개’인 단위로 조작하여

‘

 


’의 관계를 ‘1, 10’의 관계(2수준 단위)로 이해

했기 때문에 ‘

×


 


’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정규 교육 과정상에서 분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학습하지 않은 은서가 단위 분수와 전체와의 관

계를 나타내는 식을 자연수 연산에 근거하여 세우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한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이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지

않은 채 학교 수학에서 분수 곱셈식을 처음 접한다면

은서와 같이 분수식을 표현하여 이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더 나아가 상위 분수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교사는 [과제 1]에 대한 은서의 문제 해결 과

정을 분석한 결과 은서가 분수를 자연수 단위로 인식

하여 2수준 단위로 다루는 것이 은서의 분수 개념에

제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에 교사는 은서가 단위 분수

관점에서 분수를 단위 분수의 배수적 관계로 인식하여

3수준 단위로 다루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여 분수를 어떠한 단위로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 과제는 은서가 분수를 2수준

단위에서 3수준 단위로 다루는 상황으로 전환

(transition)하는 데 분수를 단위 분수 관점에서 바라보

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

, 

’의 관계를 2수준 단위에서 활동 수준의

3수준 단위로 조정하기 시작한 은서

부분 분수 스킴의 은서는 단위 분수를 포함한 진분

수를 지칭할 때 주로 자연수로 설명하다가도 때때로

분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정당화하였다.

교사는 자연수와 분수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은서

가 여전히 분수를 자연수 단위로 인식한다고 보고 분

수를 합성 단위로 간주하여 단위 분수를 반복하여 곱

셈적으로 다루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단위 분수 관

점에서 분수를 추론할 수 있도록 틈틈이 단위 분수와

분수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은서는 [과제 2]에서 그동안 [그림 9]와 같이 분수식

을 표현해왔던 자신만의 방식을 처음으로 적절하게 수

정하였는데 이는 진분수를 단위 분수의 배수로 인식하

는 것과 관련되어 보였다. [과제 2]는 단위 분수와 진

분수의 관계를 곱셈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분수 곱셈 과제 중 은서가 진

분수를 조작하는 단위 조정 수준에 따른 분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제 2]를 제시하여 단위 분수의 단

위 분수(unit fraction of unit fraction)를 구하는 상황

에서 단위 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은서의

문제 해결 과정과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2] 피자 한 판이 4등분되어 있다.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은 세 사람은 피자 한 조각을 함께 똑같

이 나누어 먹고자 한다. 이때, 세 사람이 먹지 않고

남은 피자는 한 사람이 먹은 피자 양의 얼마인지

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식으로 표현해 보시오.

은서는 [그림 10]과 같이 피자 한 판을 나타내는 원

하나를 그려 4등분하고 각각을 모두 3등분 후 최하위

단위에 해당하는 3부분을 세 사람이 먹은 양으로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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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은서는 색칠이 끝나고 곧바로 색칠되지 않은

9개 부분을 하나씩 세었는데 이때 교사가 세 사람이

먹지 않고 남은 양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자 

로, 한

사람이 먹은 피자 양에 대해서도 

로 대답하였다.

[그림 10] 은서의 그림

[Fig. 10] Eunseo’s drawing

은서는 합성 단위 4(

이 4개인 전체 1)의 각 단일

단위(

이 1개)에 또 다른 합성 단위 3(


이 3개)을

삽입함으로써 합성 단위 12(

이 12개)를 구성하였다.

이는 활동 수준에서 ‘

 


 ’ 사이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5). 교사는 합성 단위 12

에 대해 은서가 단위 분수 부분(

)에 대한 반복 조

작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진분수를 단위 분수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곱셈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진분수 

가 단위 분수 


의 몇 배인지

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은서는 “

는 


의 9배예요.”라고 답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

×


 


’로 표현하였다.

이때 교사는 “9배는 9 아니야?”라고 질문하였는데 은

서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 11]

과 같이 

를 9로 수정하였다.

5) [과제 2]의 상황은 학생의 재귀 분할 조작 수행 여부를 논

의할 수 있는 과제이나 본 논문에서는 학생이 단위 분수

와 비단위 분수의 곱셈적 관계를 어떠한 단위 수준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만 주목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11] 은서의 식 표현

[Fig. 11] Eunseo’s numerical expression

교사는 은서의 수정된 행동이 단위 분수 관점에서

‘

 


’의 관계(2수준 단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

연수 관점에서 ‘1, 9’의 관계(2수준 단위)에 의한 것인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은서에게 식

‘

× 


’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요청

하였다. 은서의 설명은 <발췌문 2>와 같다.

<발췌문 2> 

를 


의 배수로 이해하기 시작

한 은서

교사: (‘

× 


’를 적으면서)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은서: ([그림 12]와 같이 덧셈식을 적으면서)




을 12번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다 쓰는 게 힘드니까 곱하기를

쓰는 거예요.

(‘

× 


’의 곱하기 기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교사: ([그림 12]의 식을 가리키며) 이 식의 의미

랑 식(

× 


)의 의미는 어떤 거야?

은서: 똑같은 거예요.

은서는 식 ‘

× 


’에 대한 의미를 


을 12

번 더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그림 12]와 같이 덧

셈식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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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식 ‘

×  


’에 대한 은서의 설명

[Fig. 12] Eunseo’s explanation about the numerical

expression, 

×  



만약 은서가 식 ‘

× 


’에 대한 의미를 을

12번 더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면 [그림 11]과 같

이 식을 수정한 은서의 행동이 자연수 관점에서 ‘1, 9’

의 관계(2수준 단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은서는 자연수가 아닌 단위 분수(

)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식으로 표현한

후 같은 차시의 교수 실험 과제에서 자신이 나타낸 분

수식을 단위 분수의 자연수 배로 모두 수정하면서 그

동안 분수식을 표현해왔던 자신의 방식이 “틀린 거였

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은서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서가 [그림 11]에서 

를 9로 수정한 행동은 


를

‘

이 9개’인 단위이면서 ‘


가 1개’인 단위로 인식하

여 ‘

, 

’의 관계를 2수준 단위로 조정한 것으로

보였다. 이후 식 ‘

× 


’의 의미를 [그림 12]와

같이 설명한 행동은 

를 ‘


이 12개’인 단위이면서

‘

가 1개’인 단위인 2수준 단위 구조로 인식하여 단

위 분수(

)을 12번 반복하여 


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만약 교사가 이 시점에서 은서가 

를

자연수 1의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더라면

활동 수준으로 ‘

, 

, 

’ 사이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었으나

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은서가 진분수 

를 단

위 분수 

과 전체 1의 단위와 연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교사는 은서의 [과제 2]에 대한 반응만으로

는 은서의 분수 개념 변화가 분명해 보이지 않았지만

[과제 2] 전후 상황을 회고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은서

가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 중인 것으로 보았다. 예

를 들어 [과제 2] 이전6) 은서는 등분되지 않은 

막대

에서 전체를 만들 때 주어진 막대를 “

막대니까 5로

나누고 8을 만들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4등분하

였다. 이때 교사가 즉시 개입하여 은서에게 막대를 몇

등분한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은서는 자신의 실수를 바

로 깨닫고 5등분으로 수정 후 한 부분을 분리하여 8번

반복하여 전체를 만들었다. 비록 은서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러한 은서의 행동은 진분수에 대한 가역적

추론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또한 은서는 그동안 단위 막대가 주어진 상황에서

등분된 단위 막대 길이를 자연수 1로 언급하지 않고

‘전체 막대’로 주로 지칭하여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등분된 단위 막대 길이를 ‘전체’ 또는 

라고 표현해

왔고 때때로 단위 분수 부분인 

을 1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과제 2]를 계기로 은서가 여러 과제에

서 단위 막대 길이가 단위 분수의 배수 단위이면서 자

연수 1의 단위임을 동시에 이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

로 관찰할 수 있었다.7) 이에 교사는 은서가 이미 진분

수를 가역적으로 추론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단위 막

대 길이를 단위 분수의 배수 단위이면서 1의 단위임을

놓치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은서가 곧 활동을

통해 ‘

, 

, 

’ 사이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

6) 해당 과제는 4차시 교수 실험에서 제시되었다.

7) [과제 2] 이후 은서는 예를 들어 


이 개인 수를 나타내

는 막대를 그리고 막대 길이가 분수로 


, 자연수 1과 같

다고 말하였다. 또한 


×  


 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곧 은서가 전체 1을 단위 분수의 배수

적 관계로 이해하였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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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3> ‘  

’ 사이의 관계를 두 2수준

단위로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이해하는 은서

은서: (

을 적는다.)

(전체 면적을 가리키며) 이게 2잖아요.

(가로방향으로두조각씩한묶음으로묶으면서)

이렇게 한 개로 나눈 거죠.

(세로 방향으로두조각씩한묶음으로묶으면서)

또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의 반! 

!

교사: (가로 방향 두 묶음 중 한 묶음을 가리키며)

가로 하나가 면적이 얼마야?

조정할 조짐을 보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즉 교사는 은

서가 

가 자연수 12와 구분되는 분수로서 그 양이

전체 1과 같음을 이해하고 진분수 

를 단위 분수 관

점으로 전환하여 바라볼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는 곧 은서가 적어도 1을 포함한 범위 내의

분수를 단위 분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준으로 전환하

여 0과 1 사이의 수직선(number line)에 ‘

 


 …




’의 분수들을 수직선 위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증

거로 볼 수 있었다(Izsak, Tillema, & Tunc-Pekkan,

2008).

따라서 은서가 [과제 2] 이전 진분수에 대한 가역적

추론을 시도했고, [과제 2]에서 진분수와 전체를 단위

분수의 배수로 동시에 인식하였으며, [과제 2] 이후 전

체를 자연수 1의 양과 같다고 이해한 상황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은서의 [과제 2]에 대한 반응

은 ‘단위 분수, 진분수’의 관계(2수준 단위)를 확장하여

‘단위 분수, 진분수, 전체 1’ 사이의 관계(활동 수준의

3수준 단위)를 조정하는 중요한 흐름 안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11]과 같이 은서가 식을 적

절하게 수정한 행동은 분수를 분수 단위로 바라보기

시작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은서의 단위 조

정 조작 방식 변화는 분수를 자연수와 명확하게 구분

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교사는 2수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서가 상위 분수 스킴인 역 부분 분수 스킴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 분수 관점에서 진분수와

가분수를 3수준 단위로 다루는 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체 1의 단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 과제는 전체 1의 단위를 포함한 두 2수준 단

위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역 부분 분수 스킴의

구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3) ‘

, , ’ 사이의 관계를 ‘


,  ’, ‘, ’의 관계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 조정을 통해 이해하는 은서

은서는 단위 분수와 진분수의 관계, 단위 분수와 전

체의 관계를 각각 2수준 단위로 조정할 수 있었다. 또

한 교수 실험 초반에 제시된 자연수 곱셈 과제를 해결

하는 데 자연수 단위 간의 조정도 2수준 단위를 주어

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서는 역 부

분 분수 스킴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는

은서의 전체 1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단위 분수,

전체 1, 가분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제를 제시

하였다. 은서는 두 2수준 단위를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전체 1의 단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가분수를 1보다 큰 자연수 양

인 2로 제시하여 은서가 ‘

, 1, 2’ 사이의 관계를 어떠

한 단위 조정 조작을 통해 이해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

는 [과제 3]에 대한 은서의 문제 해결 과정과 그에 대

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3] 사각형의 전체 면적을 2라

고 할 때, 색칠된 영역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은서는 이전 과제8)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읽자마자 곧바로 

을 적었다. 은서는 <발췌문 3>과

같이 자신의 답을 설명하였다.

8) 이전 과제는 [과제 4]에서 전체 면적이 8로 주어지고 나머

지 조건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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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 (망설임 없이) 1! 그것의 

이에요.

교사: 은서가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식으로 나

타내 볼까?

은서: 색칠된 부분에 대한 거요?

교사: 그래.

은서: (  을 적는다.) 분수로 표현해도 돼요?

([과제 3]의 색칠된 부분을 가리키며) 이게

분수니까 

 


.

교사: 그럼 무엇의 

이고 무엇의 


이야?

은서: 아… 그럼 다시 다시 

의 

! 반의 반!

은서가 주어진 그림을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

로 두 조각씩 한 묶음으로 묶은 것으로 보아 자연수

‘2, 1’의 관계(2수준 단위)를 구성하였고 이후 “그것의

반! 

”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은서는 ‘1, 


’의

관계(2수준 단위)를 순차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을 나타내는 식을 세워보라

고 하였을 때, 은서는 처음에 자연수 식(  )을

적었지만 스스로 분수로 표현하겠다고 하면서

“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교사가 무엇의 


이고,

무엇의 

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은서가 ‘


의 


’로

수정하여 답한 것으로 보아 은서는 자연수 ‘2, 1’의 관

계(2수준 단위)와 ‘1, 

’의 관계(2수준 단위)를 순차적

으로만 구성할 수 있었고 원래 기준이었던 전체 2를

하나의 단위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색칠된 조각을

‘2의 

’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은서

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이전 조작 활동인 ‘2의 

’인 1

을 구하고, 다시 ‘1의 

’을 구한 결과가 


임을 끝까

지 인지할 수 있는 반성(reflection)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은서는 ‘2, 1’의 관계, ‘1, 

’의 관계를 각

각 2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하여 적절히 구성하

였으나 이 두 관계의 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  

’ 사이의 관계(3수준 단위)를 예상하여 조정하

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비록 은서가 1보다 큰

자연수 2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진 못했지만 ‘2, 1’의

관계(2수준 단위)를 조정 후 1이 ‘

의 2배’임을 놓치

지 않고 ‘1, 

’의 관계(2수준 단위)를 순차적으로 조정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은서는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하여 ‘단위 분수, 1, 1보다 큰 자연수’의 관계를 조정할

수 없었지만 ‘단위 분수, 1’, ‘1, 1보다 큰 자연수’의 두

관계를 두 2수준 단위로 순차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체 1을 두 2수준

단위를 다루는 조작 대상으로서 각각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전체 1을 포함한 세 분수 양 사이의 관계를 조정

할 수 있는 조짐으로 보였다.

다음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은 분수를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지고 조작하기 위해 두 2수준 단위의

조정이 중요하며 그 조정 과정이 순차적 또는 동시적

이냐에 따라 구성되는 단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다.

2. 역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의 단위 조정 조작에

따른 분수 개념 이해

은서는 [과제 3]에서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 조정

을 통해 전체 1인 양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는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여 분수를 조작

할 수 있을 때 분수 개념이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아직 역 부분 분수 스킴이 구성되지 않은 은서가 진분

수와 가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3수준 단위를 다루는

시도가 필요해 보였다. 이를 위해 교수 실험(9차시～14

차시)에서는 수업 초중반(1차시～8차시)에 학생이 해결

하지 못한 과제 중에서 역 부분 분수 스킴, 반복 분수

스킴, 단위 분수 덧셈, 단위 분수 곱셈 과제를 제시하

여 3수준 단위를 조정하는 경험을 의도하였다.

전체 1의 단위를 단위 분수의 배수로 인식하고 조

정한 단위 분수와 전체 1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은 세 분수 양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은서가 3수준

단위를 다루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은서의 단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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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4> ‘

, 

, 


’ 사이의 관계를

두 2수준 단위로 동시에 조정하여 이해하는 은서

교사: ([그림 13](오른쪽)의 10-부분 막대를 가리

키며) 이 길이가 2인데 분수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은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

교사: 

은 어떤 수지?

은서: 2! 아니 1!

교사: 선생님은 길이 2인 것을 원하는데….

은서: 아하! (곧바로 

을 적는다.)

교사: ([그림 13](왼쪽)의 5부분 막대를 가리키며)

이 길이가 원래 얼마지?

은서: 1이요.

교사: 분수로 표현하면?

은서: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

교사: ([그림 13](오른쪽)의 10-부분막대를가리키며)

이 길이는 얼마지?

은서: (망설임 없이 큰 목소리로) 

!

교사: ([그림 13](오른쪽)의 10-부분 막대의 한 부

분을 가리키며) 이 한 조각이 얼마야?

은서: 

이요.

교사: 그럼 

이 몇 개가 있어야?

은서: 10개가 있어서 

이에요.

교사: 은서가 말한 것을 식으로 표현해 볼까?

은서: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림 14]와 같이 두

식을 왼쪽부터 차례대로 적는다.)

능력과 분수 개념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중

은서의 분수 개념 변화 및 제한 요소가 확연히 드러난

과제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1) 실제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를 이용하여 진분수

(

)를,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1보다

큰 자연수()를 조작하는 은서

은서는 [과제 3]에서 전체 1을 포함한 세 분수(단위

분수, 전체 1, 1보다 큰 자연수) 양 사이의 관계를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인 조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인 조정 이후 두 2수준

단위의 동시 조정 단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곧 단위 분

수 관점에서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한 3수준 단위 구조

를 내재화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교사는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 조정 조작을 수행

한 은서가 어떠한 단위 조정 조작을 통해 분수를 3수

준 단위로 다루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

서 이 절에서는 분수 스킴 과제 중 은서가 어떠한 단

위 조정을 통해 진분수와 가분수를 3수준 단위로 인식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과제 4]에 대한 은서의 문제

해결 과정과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4] 길이가 

인 막대이다. 길이

가 2인 막대를 그려보시오.

은서는 [그림 13](왼쪽)과 같이 주어진 

막대를 4

등분 후 4-부분 막대를 만든 뒤, 한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더 큰 막대를 새롭게 그렸다. 이후 은서는

[그림 13](오른쪽)과 같이 이미 만들어놓은 막대에 똑

같은 길이의 막대를 덧붙인 후 각각을 5등분하여 길이

가 2인 10-부분 막대를 만들었다.

[그림 13](왼쪽)(오른쪽) 은서의 

막대와 


막대 그림

[Fig. 13](left)(right) Eunseo’s drawing of five fifth bar

and ten fifth bar

교사는 은서가 10-부분 막대를 어떠한 단위 구조를

가지고 조작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작한 막대 길이

를 분수로 표현하기를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발췌

문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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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에 대한 은서의 식 표현

[Fig. 14] Eunseo’s numerical expression of

ten-fifths

교사: ([그림 14]의 식 ‘

×  


’을 가리키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볼까?

은서: 

이 10개인 거예요!

(갑자기 [그림 15]와 같이 식을 적는다.)

[그림 15] 식 ‘

× 


’에 대한 은서의 설명

[Fig. 15] Eunseo’s explanation about the

numerical expression, 

× 



교사: ([그림 15]의 식을 가리키며) 무슨 의미야?

은서: ([그림 13](오른쪽)의 10-부분 막대의 각 부

분을 하나씩 차례대로 가리키며 

을 10번

반복하여 말한다.)

[그림 13](왼쪽)과 같이 5-부분 막대를 만든 은서의

행동과 <발췌문 4>에서 왼쪽 5-부분 막대의 길이가

원래 얼마인지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1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은서는 

를 4개의 


단위로 인식하고

스플리팅 조작을 통해 

을 만든 후 


을 5번 반복하

여 ‘

, 

, 

’ 사이의 관계를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은서는 주어진 막대를 5등분하여 한 부분을

분리한 후 4번 반복하는 등분할 조작을 수행하지 않고

4등분하여 한 부분을 분리한 후 5번 반복하는 스플리

팅 조작을 수행하였으므로 분할과 반복이라는 두 정신

적 조작을 가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것으로 보였다. 비록 은서가 나중에 막

대를 5부분으로 등분할하였으나 이미 은서에게는 이

시점에서 1이 하나의 막대가 아니라 정신적 분할 활동

수행을 통해 재구성된 

막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은서는 

막대에서 


막대를 만들고 이를 반

복하여 길이가 2인 10-부분 막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은서는 막대의 길이를 2가 아닌 분수로 표현하라는 교

사의 질문에 

으로 답하였다. 은서가 10-부분 막대

를 

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 


막대에서 


막대를

만들 때 구성했던 양적 구조와 1막대에서 2막대를 만

들 때 구성했던 양적 구조를 길이 2인 막대를 분수로

표현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주어

진 자원으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김성희, 신재

홍, 이수진, 2019). 즉 은서는 10-부분 막대를 

을 10

번 반복한 양으로 조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은서 역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답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사의 “

은 어떤 수지?”, “선생님은 길이 2

인 것을 원하는데….”라는 발문은 은서가 자신의 풀이

결과를 반성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자신의

풀이 과정에 비추어 10-부분 막대를 재인식하는 계기

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을 2가 아닌 1로 사고함으로

써 은서는 자신의 답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점에서 은서가 

을

1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전체 1과 곱셈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단위 분수 

을 적절히 찾고 1보다 큰 자연수 2

를 3수준 단위로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연결점으로 보

였다.

또한 [그림 13](오른쪽)과 같이 조작한 막대를 


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은서가 

을 전체 1보다 크게

반복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림 13](왼쪽)과 같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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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막대가 1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위 분수 


과

전체 1의 관계를 조정하는 스플리팅 조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은서는 처음에 ‘

, 1’의 관계, ‘1, 2’

의 관계를 각각 2수준 단위로 적절히 구성했으나 이

두 관계의 구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3수준 단위

를 주어진 자원으로 하여 ‘

, 1, 2’ 사이의 관계를 조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은서는 1과

2를 각각 단위 분수 

의 관점에서 ‘


, 

’으로 정확

하게 대답하였고 [그림 14]와 같이 ‘

×  


’과

‘

× 


’을 적은 것으로 보아 ‘


, 


’의 관

계, ‘

, 

’의 관계를 동시에 인식했다고 볼 수 있

었다. 이후 은서가 ‘

이 10개’인 수가 


임을 설명하

기 위해 스스로 [그림 15]와 같이 식을 적절하게 표현

하고 10-부분 막대의 단위 분수 부분인 

을 10번 반

복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아 ‘

, 

’의 관계, ‘


,




’의 관계를 두 2수준 단위로 동시에 조정함으로

써 ‘

, 

, 


’ 사이의 관계를 3수준 단위로 예

상하고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은서는 

을 


을

10번 반복한 양으로 인식하여 2를 10개의 

단위로 된

단위로 볼 수 있었다.

이상 1보다 큰 자연수 2에 대한 은서의 단위 조정

조작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두 2수준 단위의 순차적

조정이 두 2수준 단위의 동시 조정으로 연결되는 듯

보이고 이는 곧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는

전체보다 크게 조작할 때 전체 1을 구성하는 단위 분

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역 부분 분수 스킴이 구성된 은서는 [과제 4] 이후

[과제 4]와 유사한 여러 과제에서 3수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1보다 큰 자연수를 조작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은서는 다른 과제에서도 [과제

4]에서 보여주었던 조작들을 동일한 순서대로 수행하

였다. 예를 들어 은서는 진분수에 대해 스플리팅 조작

을 수행하여 전체 1을 만들고 다시 등분할하여 전체

막대를 재구성 후 전체 막대를 자연수 1처럼 반복하여

1보다 큰 자연수를 조작하였다. 은서가 [과제 4]에서 1

과 2를 ‘

 


’으로 표현한 것처럼 [과제 4] 이후 유

사 과제에서도 은서는 조작한 전체 1과 1보다 큰 자연

수 양이 얼마인지 묻는 교사의 질문에 각각 단위 분수

관점에서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교사는 은서가 1과 1

보다 큰 자연수 양을 단위 분수의 배수 단위로 이해했

다고 보고 1보다 큰 자연수를 3수준 단위로 내재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은서가 1보다 큰 자연수를 3수준 단위로 예

상하여 조작하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이를 자연수 아닌

가분수 개념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에 교

사는 [과제 1]에서 은서가 가분수를 이해하는 데 2수

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한 것이 어려움을 겪

은 원인으로 분석하고 [과제 4]에서 3수준 단위를 주

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1보다 큰 자연수를 구성한 은

서의 단위 조정 조작이 자연수 아닌 가분수 양을 이해

하는 것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2) 여전히 가분수(

)를 진분수처럼 간주하여 2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조작하는 은서

은서는 [과제 4]에서 1보다 큰 자연수를 내재화된 3

수준 단위로 구성할 수 있었다. 교사는 은서가 자연수

아닌 가분수를 측정 가능한 양으로 인식했다는 적절한

구조적 관계를 찾기 위해 자연수 아닌 가분수를 어떠

한 단위로 인식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과제 5]를 제

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과제 5]에 대한 은서의 문제

해결 과정과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5] 길이가 

인 막대이다. 길이

가 

인 막대를 그려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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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5> 가분수 

를 양으로 이해하지 못하

는 은서

교사: ([그림 16]에서 색칠된 1개를 가리키며) 이

게 얼마야?

은서: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표정으로) 

이요.

교사: ([그림 16]의 막대 전체를 가리키며)

이 길이가 

인데….

←2

←1

[그림 17] 

에 대한 은서의 첫 번째 그림

[Fig. 17] Eunseo’s first drawing of five-thirds

은서: ([그림 17] 1번 막대9)와 같이 3조각을 그리

고, 바로 옆에 5조각을 붙여 그린다.)

([그림 17] 2번 막대 그림을 1번 막대 위에

새롭게 그리고 1조각을 색칠한다.)

(1번 막대의 왼쪽 3부분을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이게 

이고,

(1번 막대의 오른쪽 5부분을 동그라미 표시

를 하면서) 5를 붙이고.

교사: (1번 막대의 오른쪽 5부분을 가리키며)

이 길이가 얼마야?

은서: 

예요.

[그림 16] 은서의 8등분 막대 그림

[Fig. 16] Eunseo’s drawing of eight equal parts bar

은서는 [그림 16]과 같이 처음에 주어진 막대를 6등

분 후 잠시 멈칫하더니 두 개의 등분선을 추가한 후

“8개예요.”라고 말하면서 그중 1조각으로 

을 나타냈

다. 이후 학생의 설명은 <발췌문 5>와 같다.

은서가 만든 8부분 막대에 대한 “이게 

이고, 5를

붙이고.”라는 설명으로 볼 때 [그림 17]의 각 막대는




과 

를 더한 길이의 막대로 보인다. 은서는 가분수




를 ‘3개 중의 5개’로 사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자

5를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8(분자 5+분모 3)을 새

로운 전체로 생각한 후 그중 1조각으로 

을 나타낸

듯 보였다.

은서는 가분수 

를 분자(5)를 나타내는 자연수 단

위로 인식하고 5조각을 그린 후 자연수 5와 구분하기

위해 분모(3)를 나타내는 3조각을 붙임으로써 가분수

양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은서는 

를

‘

이 5개(배)’인 측정 개념으로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에 대한 은서의 분수 개념을 상세하

게 파악하기 위해 교수 실험 후반 연속적인 차시에

[과제 5]를 한 번 더 제시하였다.

3) 실제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를 이용하여 자연수

아닌 가분수(

)를 조작하는 은서

이 절에서는 [과제 5]에 대한 은서의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과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은서는 문제를 읽자마자 “

는 힘들어요.”라고 표현

했다. 교사는 은서가 주어진 막대를 가분수 양으로 이

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주어진 가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 배(개)인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막대를

9) 은서는 [그림 16]과 같이 주어진 


막대를 8부분으로 등분

할 이후에 교사와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그림 17]과 같이

총 두 개의 막대를 그렸는데, 각 막대 옆에 있는 숫자는

은서가 그린 막대 순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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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6> ‘

 


 


’ 사이의 관계를 실제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로 조정하는 은서

은서: 

는 힘들어요.

교사: 가분수라 그렇지?

은서: 네.

교사: 

는 

의 몇 배야?

은서: 내가 알았다!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은서: (

를 적는다.) 


에서 5를 3으로 맞추면

2가 남잖아요.

교사: 

는 

이 몇 개인 거지?

은서: 5개요.

교사: 

의 5배라고 할 수 있나?

은서: 네, 여기다(주어진 막대를 가리키며) 5개를

그려야겠다.

(갑자기다른생각에잠긴듯) 8개를그려야하나?

교사: 8개? 왜 8개를 그려야 하나?




는 

의 몇 배일까?

은서: (확실하지 않은 듯 교사의 표정을 살피면서)

5개를 그려야겠어요.

단위 분수 

과의 곱셈적 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 은서의 상호 작용은 다음 <발

췌문 6>과 같다.

단위 분수를 언급한 교사의 발문은 은서에게 가분

수를 대분수로 변환하는 덧셈적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

으로 보였다. 그러나 

는 

의 몇 배(개)인지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대분수 


로 변

환하여 사고하는 은서의 모습은 

를 ‘


이 5개’로 이

루어진 양적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후 은서는 가분수 

를 대분수로 변환한 다음 


가




이 몇 개(배)인지에 대한 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5

개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은서는 가분수




를 교사의 안내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


이 5개’인

수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어진 막

대를 5로 등분할지, 8로 등분할지 여전히 혼동하는 은

서의 모습에 교사는 왜 8개를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은서에게 다시 

가 

이 몇 개(배)인지

를 되물었다. 결국 은서는 교사의 표정을 살피면서 5

개라고 답하고 주어진 막대를 [그림 18]과 같이 5등분

후 1조각을 색칠하였다.

[그림 18] 

에 대한 은서의 두 번째 그림

[Fig. 18] Eunseo’s second drawing of five-thirds

은서는 가분수 양에 대해서 내재화된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양으로 동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

로 보였다. 가분수 

를 대분수 


로 변환한 것으로

보아 ‘

 


’의 관계(2수준 단위)로 적절히 구성하

였으나 ‘

 


’의 관계(2수준 단위)를 동시에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

 


 


’ 사이의 관계(3수준 단

위)를 예상하여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은서

는 가분수 

에 대해 스플리팅 조작을 수행하지 못했

기 때문에 

가 

보다 


만큼 크고, 


가 ‘


의 5배

(개)’인 것을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 부분 분수 스킴이 구성되었으므로 1이




임을 놓치지 않고 주어진 


막대를 5등분한 것으로

보아 ‘

 


’의 관계와 ‘


 


’의 관계를 두 2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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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순차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

 


 


’ 사이

의 관계를 실제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로 조정한 것으

로 보였다. 은서는 [과제 5]에 대한 두 번째 시도를 통

해 가분수 양을 3수준 단위로 예상하여 단위 분수 배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은서가 자연수 아닌 가분수 양에 대해 ‘단위 분수,

전체 1, 자연수 아닌 가분수’의 3수준 단위 구조를 주

어진 자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가분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제한 요소로 보였다(Hackenberg, 2007;

Olive & Steffe, 2002; Steffe, 2002). 은서는 1보다 큰

자연수 양을 두 2수준 단위의 동시 조정을 통해 내재

화된 3수준 단위로 구성할 수 있었으나 자연수 아닌

가분수 양에 대해서 두 2수준 단위를 순차적으로만 조

정할 수 있었으므로 자연수 아닌 가분수 양을 3수준

단위로 예상하여 내재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듯 보

였다.

본 교수 실험에서 은서는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

화한 단위 조정 단계에서 출발하여 1보다 큰 자연수를

내재화된 3수준 단위로, 자연수 아닌 가분수를 활동

중에 3수준 단위로 조작할 수 있는 발전된 모습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은서가 두 분수 양에 대한 개념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단위 조정 맥락에서 비교 및 분석

하여 볼 때 가분수라 할지라도 1보다 큰 자연수와 자

연수 아닌 가분수를 조작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크게

존재하는 듯 보였다.

종합해 볼 때 은서의 이러한 단위 조정 조작 방식

은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Ⅴ. 결론 및 제언

결과 분석에서는 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와 관련된

스킴과 조작이 교수 실험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의 단위 조정 능력과 분수

개념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 분수 스킴의 학생은 자연수 관점에서 분

수를 2수준 단위를 가지고 조작함으로써 분수를 또 다

른 종류의 자연수로 인식하였다. 학생은 단위 분수를

자연수 1의 단위, 진분수를 진분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자연수 단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단위 막대에 진

분수를 나타낼 때 단위 분수 관점에서 단위 분수와 진

분수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1과 1 아닌 자연수를 조정

하여 2수준 단위를 가지고 진분수를 조작하였다.

특히 자연수 관점에서 분수를 바라보는 학생은 단위

막대에 가분수를 나타낼 때 독특한 이해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학생은 가분수를 자연수 단위로 인식하여 먼

저 가분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조각을 그린 후 분모만

큼 조각을 덧붙인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자연수 연산

법칙에 따라 식을 세운 후 분모를 붙여 분수식을 표현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사례는 부분 분수 스킴 학

생이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지 않은 채 학교 수

학에서 가분수를 양으로 이해하거나 분수식을 학습할

때 연구 대상 학생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 이처럼 분자에 분모를 붙여 분수를 그림 또는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분수를 자연수 단위에서 분수

단위로 전환하여 바라보기 위한 학생의 시도로 해석되

며 이후 분자에 분모를 붙이지 않고 분수를 단위 분수

의 배수로 그림과 식을 수정한 행동은 분수를 분수 단

위로 바라보기 시작한 증거로 볼 수 있었다. 이는 구

성적 메커니즘으로써 학생의 자연수 지식 구성이 분수

지식 구성의 토대가 된다는 재조직 가설

(reorganization hypothesis)을 주장한 선행 연구(Olive,

1999; Steffe, 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분수식을 표

현하게 하였던 시도는 정규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높

은 수준이었음은 분명하나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

한 단계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적극적으로 분수식

을 표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덕분에 연구자

들은 학생의 사고 과정을 더 자세하게 관찰 가능하였

고 더불어 학생이 구성한 분수 개념을 면밀하게 파악

할 수 있었다.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이 가분수를 양으로 이해하기

위해 분자에 분모를 붙여 분수를 그림 또는 식으로 표

현하는 방식으로 비추어 볼 때 학생에게 분모는 기존

의 자연수와 구분 짓는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였

다. 이러한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통해 학생은 분수와

자연수를 구분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분수를 여전히

자연수 단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2수준 단위 구조를 가

지고 진분수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가분수 조작

에는 제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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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하는 학생이 가

분수를 이해할 때 겪을 수 있는 제한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었음을 밝힌다.

둘째, 부분 분수 스킴 학생은 진분수와 전체 1을 단

위 분수의 배수로 동시에 인식하면서 분수를 자연수와

명확히 구분하였다. 교수 실험 동안 분수를 자연수 단

위로 인식하는 학생의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는데 이는

학생이 단위 막대에 분수를 나타내기 위해 분할 활동

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체 1을 잃어버리고 자연수 단위

로 ‘단위 분수, 분수’의 관계(2수준 단위)를 다룸으로써

단위 분수를 1의 단위로 간주하여 전체 1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은 단위 막대 길이가 단위 분수의 배수

단위이면서 자연수 1의 단위임을 동시에 이해하기 시

작하면서부터 단위 분수와 전체 1을 명확히 구분하는

듯 보였다. 즉 ‘단위 분수, 전체 1’의 관계(2수준 단위)

를 유지한 채 ‘단위 분수, 진분수’의 관계(2수준 단위)

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활동 수준으로 전체 1을

3수준 단위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진분수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수행과 연결되었다.

이처럼 학생이 진분수를 2수준 단위에서 3수준 단

위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분수를 자연수와 명확하게 구

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 시점은 곧 학

생의 새로운 스킴 구성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는 것

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역 부분 분수 스킴의 학생은 전체 1의 단위를

포함한 두 2수준 단위를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조정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단위 조정 조작 결과는 분수

개념 이해에 확연한 차이를 가져왔다.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1보다 큰 자연

수를 내재화된 3수준 단위로, 자연수 아닌 가분수를

활동 중에 3수준 단위로 구성하였다. 학생은 ‘단위 분

수, 전체 1’, ‘단위 분수, 1보다 큰 자연수’의 두 관계를

두 2수준 단위로 동시에 조정하여 1보다 큰 자연수 개

념을 구성하였으나 ‘단위 분수, 전체 1’, ‘단위 분수, 자

연수 아닌 가분수’의 두 관계를 두 2수준 단위로 순차

적으로만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활동 수준으로 자

연수 아닌 가분수를 3수준 단위로 조작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참고한 여러 선행 연구(Hackenberg,

2007; Hackenberg, Norton, & Wright, 2019; Norton

& Boyce, 2015; Olive & Steffe, 2002; Steffe, 2002;

Tzur, 1999)에서는 임의의 가분수 양에 대해서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는 것을 가분수 개념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 학생이 자연

수 아닌 가분수를 실제 활동을 통해 3수준 단위로 다

룬 것은 가분수 개념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은 반복 분수 스킴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수 아닌 가분수 양에 대해 스플리팅 조작을 수행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이 가분수 중 1보다

큰 자연수 양에 대해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조작한 사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임의의 가

분수 개념을 구성하기 전의 중간 단계를 세분화하여 3

수준 단위 구조의 내재화를 논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생이 가분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체 1을 구성

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 분수를 적절히 찾고 전체 1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였다.

또한 가분수라 할지라도 단위 조정 맥락에서 1보다 큰

자연수와 자연수 아닌 가분수에 대해 각각 3수준 단위

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조작하는 것 사이에 간

극이 크므로 가분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자연수 아닌

가분수까지도 두 2수준 단위의 동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스플리팅 조작이 핵심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총 14차시의 교수 실험 동안 가

분수를 3수준 단위로 내재화하여 이해하지 못했다. 특

히 [과제 1]에 대한 학생의 두 번째 시도처럼 분수를

자연수 단위로 인식하여 분자만큼 그린 후 분모만큼

덧붙여 표현한 학생의 방식이 교수 실험 후반에 진행

된 [과제 5]의 첫 번째 시도와 유사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교사가 교수 실험 동안 학생의 가분수 개념 이해

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3수준 단

위 구조를 내재화하지 않은 학생의 가분수 개념은 사

소하게(trivially)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교수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학생의 단

위 조정 조작이 주요한 분수 스킴 및 조작의 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단위 조정 맥락에서 3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하여

가분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분수를 단위

분수 관점에서 단위 분수의 배수로 인식하여 측정 가

능한 양으로 분수를 이해하는 반복 분수 스킴을 구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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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론을 토대로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분수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분

수 양을 어떠한 단위로 다루고 조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학생이 분

수를 자연수 단위로 다룰 때 가분수와 같은 더 정교화

된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반면 측정 단위로서

단위 분수를 이해하고 단위 분수 관점에서 분수를 바

라볼 때 분수에 의미 있는 조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Olive & Vomvorodi, 2006). 예를 들어 학생은 측정

단위로서 단위 분수 즉 단위 분수 관점에서 분수를 인

식하기 시작하면서 진분수 양과 전체 1에 대해 단위

분수의 배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2수

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한 부분 분수 스킴 학생들이 단

위 분수의 배수적 관계(multiplicative relationship)에

주목하여 진분수와 전체 1에 해당하는 양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분수 개념 지도 시에 학생이 생

성하는 단위 구조와 단위 조정 조작 방식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본 교수 실험에서 [과제 3]과 [과제 4]는 분

수를 자연수와 조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2수준 단위

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조작했던 학생의 단위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수 개념을 더 높은 수준으

로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역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이 전

체 1의 단위를 포함한 두 2수준 단위를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두 단위 조정의 조작 결과

가 확연히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두 2수준 단위의 순

차적 조정은 활동 수준의 3수준 단위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되는 반면 두 2수준 단위의 동시 조정은 3수준 단

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하여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였다.

만약 2수준 단위 구조를 내재화한 학생들이 3수준

단위의 조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교사는

학생의 단위 조정 조작 수준을 파악하고 두 2수준 단

위의 순차적 조정에서 두 2수준 단위의 동시 조정의

순서로 단위 조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곱셈적 조작에 의해 학생이

처음 구성한 양적 구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새로

운 조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귀적 사고(recursive

thinking)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Olive, 1999; Shin,

2010).

둘째, 교사는 학생의 분수 개념 구성을 파악하는 데

학생이 다양한 표상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반복 분수 스킴을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1의 단위 반복

을 통해 가분수를 조작하여 그림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었고 단위 분수의 배수로 가분수를 나타낸 식을

세우거나 분수 언어를 사용하여 식의 의미를 설명하기

도 하였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 식, 단어와 같

은 표상(representation)만으로 반복 분수 스킴 학생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러므로 학생의 가분수 개념 구성 여부는 겉으로 드러

나는 학생의 그림, 식과 같은 표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학생이 사용한 표상뿐 아니라 학생의 설명,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성희, 신재홍, 이수진, 2019).

2015 수학과 개정 교육 과정(교육부, 2015) 초등학

교 3-4학년 군의 ‘수와 연산’ 중 분수와 관련된 성취

기준은 ‘단위 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공통 핵심

주 수학 규준(CCSSM)에서는 3학년부터 분수를 수직

선 위의 수로 이해하고 수직선에 표현하는 활동을 강

조하였다(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2010). 본 연구 결과로 비추어볼 때 ‘단위 분수, 진분

수, 가분수, 대분수를 안다는 것’은 모든 분수를 3수준

단위 구조로의 단위 조정 조작을 수행하여 단위 분수

배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관계

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떠한 분수도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양으로서 수직선 위의 수로 나타

내고 모든 분수를 ‘수 그 자체’(in their own right)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Hackenberg, 2007).

본 연구는 학생과의 교수 실험을 통해 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를 스킴과 조작 관점으로 분석하고 단위 조

정 능력과 분수 개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교수

실험에서 학생이 자연수 관점에서 가분수 이해를 시도

할 때 교사와의 추가적인 상호 작용이 있었더라면 자

신의 가분수 이해 방식이 진분수와 동일한 양적 구조

로 추론하고 있음을 깨닫고 해결 방식을 스스로 수정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만약 이때 학생이 적절하게 수

정하였다면 자연수 아닌 가분수에 대해서도 3수준 단

위 구조를 내재화하는 데 진전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



단위 조정에 따른 초등학생의 분수 개념 이해 분석 113

으므로 연구자들은 유사한 이해 방식을 보이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단위 조정에 의한 가분수 개념 구성을 다

루고 3수준 단위로 내재화하는 수의 범위에 대한 세분

화를 논의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초등학교 분수 교수 학습 현장

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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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units-coordination ability is related to understanding 
fraction concepts. For this purpose, a teaching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one fourth grade student, 
Eunseo for four months(2019.3. ～ 2019.6.). We analyzed in details how Eunseo’s units-coordinating 
operations related to her understanding of fraction changed during the teaching experiment. At an early 
stage, Eunseo with a partitive fraction scheme recognized fractions as another kind of natural numbers 
by manipulating fractions within a two-levels-of-units structure. As she simultaneously recognized proper 
fraction and a referent whole unit as a multiple of the unit fraction, she became to distinguish fractions 
from natural numbers in manipulating proper fractions. Eunseo with a reversible partitive fraction 
scheme constructed a natural number greater than 1, as having an interiorized three-levels-of-units 
structure and established an improper fraction with three levels of units in activ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clusion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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