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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deration of the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of the Unit Fraction
단위분수의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재고

Lee Daehyun 이대현

The unit fraction is the basis of the fraction concept and has a role of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fraction concept. In this study,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the unit fraction, the teaching methods of the fraction based on the unit fraction
were explored. First, it was examined the emerging contexts of the fraction con-
cept and the diversity of its meanings. Second, it was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the unit fraction in Korean and CCSSM’s curriculum and textbooks. Lastly, I sug-
gested the teaching methods using the unit fraction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of
fraction, fractional operations, and teaching of problem solving based on the unit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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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등학교 수학에서 분수는 구체물이나 영역을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추상화하는 등분할 상황의 전체-부분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9], 교과서에 제시
된 분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분수의 다양한 하위
개념 중에서 역사-발생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은 측정이나 균등 분배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영역 모델에 기반을 둔 등분할 상황의 전체-부분 개념으로 분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점은 분수 개념의 도입 과정에서 단위분수의 위상 및
단위분수와 여러 가지 분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10].
후자의 논점은 단위분수와 진분수와의 관계 및 단위분수가 이후의 분수 학습 내용 전

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관계되며, 단위분수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

Lee Daehyun: Dept. of Math. Edu., Gwangju National Univ. of Edu. E-mail: leedh@gnue.ac.kr
Received on Jun. 30, 2021, revised on Aug. 19, 2021, accepted on Aug. 22, 2021.

http://dx.doi.org/10.14477/jhm.2021.34.4.117


118 Reconsideration of the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of the Unit Fraction

다. 특히, 단위분수는 분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역사적인 개념 발달 과정에서도
처음에 사용된 분수가 2

3를 제외하고는 단위분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지
금의 단위분수에 대한 지도 내용은 단위분수의 도입 상황이나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

등에 대한 학습 내용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7]. 또한 미국의 CCSSM과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분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위분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2],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지도 내용에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위분수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단위분수의 의미와 중요

성이 크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서에서는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단위분수의 정의가 부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9]. 또한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단위분수의 정의가 다루어

지지 않았으며, 단지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만을 다루고 있었다 [17].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교과서 예시들은 단위분수를 분수의 한 유형으로만 다루는 데 치중하는 분류의 관

점이 강한 교과서 내용 전개의 특징이기도 하다 [1].
그렇지만 단위분수는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가 있다.

먼저, 실용적인 면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균등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서 단위분수를 사용하였듯이, 학생들도 어떤 양을 분자가 단일체인 단위분수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분수로 단위분수를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전체-부분 개념에서 단위분수는 하나의 단위를 원하는 개수로 등분 했을
때 그 각각의 부분을 나타내는 분수이며, 다시 그 각각의 부분을 모두 모으면 전체가 되는
과정을 통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관련짓는 중요 개념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위분수는

진분수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분수의 덧셈과 뺄셈과 같은 연산에서도 통분을
위해 새로운 단위를 생성해 가는 원리 이해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여러 가지
수 개념의 이해에서는 단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연수는 1이라는 단위에서 시작하
여 새로운 단위인 10, 100, 1000, · · ·으로 확장해 간다. 이에 반해 분수에서는 1이라는 단
위를 세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위인 1

10 ,
1

100 , · · ·로 확장해 간다 [11]. 이 경우에 기본
단위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내는 근간이 되며, 분수의 경우에는 근간이 되는 단위분수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분수 2

3는 전체를 3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의 2개 부분이라기보다,
1을 똑같은 3개로 나눈 것 중의 하나인 1

3이 2개인 수로 인식하는 것이 분수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연산과 같은 후속 학습에도 의미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위 개
념의 이해가 분수 이해에 도움이 되기에 단위분수는 그 중요성과 가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 분수 개념에서 단위 개념과 단위에 대한 이해 및 단위분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는 미국의 CCSSM [22]나 Filep [6], Empson & Levi [5]와 같은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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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CCSSM [22]에서는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진분수를 이해하
도록 제시하고 있고, Filep [6]은 단위분수의 발생적 맥락과 이를 통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Empson & Levi [5]는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단위분수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위분수의 가치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어지
는 단위분수의 위상을 재고해 보고,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분수 개념과 연산 알고리즘 이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수 지도에서 단위분수의 가치를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분수 개

념의 형성 과정과 분수 의미의 다양성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수 도입 과정에서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하면서 단
위분수를 강조하여 다루고 있는 미국의 CCSSM과 이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한 분수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분수 개념의 발생과 의미의 다양성

수학적 개념의 발생 과정과 역사는 학교 수학에서 학생들이 그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위 ‘발생적 인식론’을 강조하는 이

러한 두 과정의 유사성은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학생들을 지도

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의 발생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물건
의 개수를 셀 때 물건 사이의 일대일 대응의 상황에서 자연수 개념이 형성되었는바, 어린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손가락을 구부리고 수를 대응시키며 세거나, 자신의 나이를 한 살,
두 살, 세 살…과 같이 순차적으로 말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수 개념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간다. 마찬가지로 어떤 양을 자연수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좀 더 세분하여 정확하
게 표현하려 하거나, 자연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양을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상황에서
분수가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학생들이 분수 개념을 형성해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원전 1650년경에 쓰인 린드 파피루스에는 분수 개념의 초기 발생 과정을 알려주는

균등 분배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연수 개수만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균등 분배를 위한 자연스런 상황으로 분수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했

음을 보여준다 [6]. 예를 들어 빵 2개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빵을 5등분하여 1

5씩 두 조각의 빵( 1
5 +

1
5)을 각각 가지도록 할 수 있지만,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빵을 2등분, 3등분해 가면서 5명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최대의 양
을 선택하여 먼저 분배하고, 남은 양을 다시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다( 1

3 + 1
15). 여기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분수는 단위분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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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 분수 개념을 도입할 때에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 진분수와 단위분수를 함께 제시

하고 있지만 [10],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분자가 복수인 것을 다루기 어려웠기에 분자가
단일체인 단위분수에 집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균등 분배 상황으로 제시되는 ‘몫으로서 분수’ 개념은 학교 수학에서 (자연수)÷(자연

수)의 상황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연수로는 균등하게 분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몫
으로서 분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몫으로서 분수 개념은 균등 분배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균등 분배할 수 있는 양을 찾는 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과 연계된 분수 개념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시키기에 적합한 특

징이 있다.
분수 개념의 또 다른 역사-발생적 맥락은 측정 상황이다. 측정 상황이란 단위를 이용하

여 양을 측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위의 몇 개분에 해당되는가를 그 양의 값으로 나타내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측정 상황에서 현재 단위의 자연수 배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표기 방식을 구안해야만 한다 [21]. 이 경우에 기존 단위보다 작은 단위를 만들어
자연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표기법을 만들어 쓰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기존 단위보다 작은 단위를 계속해서 만들지라도 새로 만든 단위의 자연수 배로

표현할 수 없는 양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표기 방법을 만

드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분수를 만들고 이용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21].
측정 상황에서 분수를 도입하는 과정을 추측컨대, 어떤 양이 단위의 자연수의 배만큼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위를 등분할하면서 주어진 양에 맞는 새로운 단위를 구했을 것이

다. 이 과정을 통해 등분할된 조각 중 하나가 주어진 양과 합치되는 지점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치된 지점은 새로 만들어진 단위인 단위분수만큼이 포함된 곳이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처음 주어진 단위로 어떤 양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작은

단위의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정확한 측정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측정자마다 서로
다른 단위를 생성하여 상황에 필요한 측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9

10만큼의

길이를 새로 생성되는 단위분수를 이용하여 1
2 +

1
3 +

1
15 ,

1
2 +

1
5 +

1
6 +

1
30 ,

1
2 +

1
4 +

1
10 +

1
20 ,

1
2 + 1

4 + 1
6 + 1

15 , · ·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술한 분수 개념 발생 과정에 나타난 두 가지 예시는 교수학적인 면에서 분수 개념의

도입은 균등 분배 상황이나 측정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역사-발생적 원리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분수 지도에서는 단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본 단위가 되는 단위분수가 중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분수 개념 형성을 위해 단위에 초점을 둔 단위분수의
중시와 이를 중심으로 단위분수의 합성 과정으로 진분수를 도입하는 점진적인 수학화 과정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그렇지만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 도입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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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분 개념의 등분할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0]. 이것은 분수 개념 중에
서 영역 모델을 이용한 등분할 상황이 전체에 대한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직관적으로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분수 개념을 인식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등분할 상황은 그 개념의 의미 자체에 내재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교

과서에서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의 2를 2
3라 쓰고 3분의 2라고 읽습니다 [19,

p. 115]’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이, 영역 모델의 등분할 상황에서 분자는 분모보다 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8]. 이로 인해 등분할 상황에서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가분수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초과하는 서로 합동인 여러 도형 각각을

자연수로 나타내고, 나머지 부분을 진분수로 나타내어 대분수로 표현해야만 한다. 이 경우
에 1을 초과하는 양을 나타내는 등분할 상황에서 단위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분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분수 1 1

2을 나타내는 영역 모델에서 단위를 두 영역

전체로 설정하면 같은 영역일지라도 3
4이 된다. 이것은 이산량이나 길이의 등분할 상황에

서도 나타난다. 즉, 이산량이나 1을 초과하는 길이의 경우에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부분을 나타내는 분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등분할 개념의 전체-부분 개념은 어떤 영역으로 표현되는 양의 일부를 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분수를 수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따라서 분수를 수직선에 나타

내기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영역 모델로 표현되는 양을 수직선에 동시에 나타
내어보는 것과 같이 양과 수를 연결 짓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등분할 개념의 분수는 구체적인 양을 분수로 표현하는 데 적합하여 분수 개념의

직관적 인식에 유용하며, 덧셈과 뺄셈의 알고리즘에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분수 개념에 ‘비로서의 분수’ 개념을 들 수 있다. 비로서의 분

수 개념은 두 양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분수로, 포함과 분리의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사과 2개와 배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사과는 과일 전체의 2

5이고,
배는 과일 전체의 3

5으로 이것은 ‘포함’의 상황을 나타낸다. 또, 사과를 기준으로 하면 배
는 3

2이고 배를 기준으로 사과는
2
3이며, 이것은 ‘분리’의 상황을 나타낸다. 그런데 포함의

상황에서 사과가 과일 전체의 2
5이므로 전체-부분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비로서 분

수 개념은 포함과 분리의 상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다르다. 또한 분수 2
5와

4
10는

전체-부분 개념에서는 그 관계와 의미가 다르지만, 비로서의 분수 개념에서는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는 같은 수가 된다. 이런 면에서 분수의 본질적 개념이 바로 비로서의
분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몫의 의미로서 분수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칙 계산의
의미가 부합하지 않으며, 그 의미의 해석에서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분수의 덧셈 오류
양상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분수의 개념으로는 연산자의 의미를 들 수 있다. 연산자의 의미는 연속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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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산량인 어떤 대상을 분수만큼 늘이거나 줄이는 데 적용되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연
산자의 의미로 분수 개념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지금까
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분수 개념과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분수 개념을

포함하여 5가지 유형의 분수 개념과 교수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류희찬, 신준
식 [11]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미의 분수 개념을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중첩되어 나타나는 하위 개념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하위
개념이 각 나라의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교과
서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들이’를 나타내는 양의 측정 상황으로 분수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분수 개념의 다양성은 여러 가지 분수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분수 개념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분수가 생성된 배경을 반영한 분수 지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제기한다 [21]. 이를 위해 분수 개념의 역사-발생적 맥락인 균등 분배 상황과 측정
상황에 따른 분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학생들은 균등
분배 상황과 측정 상황에서 단위 설정의 중요성과 단위분수를 이해해야 하고,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분수 개념을 학습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분수에서 가장 간단한 단
위로 생성되는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분수 개념의 지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 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용어와 기호’를 명시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수시 개정 체제를 택한 2006, 2007,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까지 4개의 교육
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위분
수 관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단위분수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의 구분은 ‘단위분수 용어의 제시 여부’,

‘단위분수의 의미와 여러 분수와의 관계 이해’,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분수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의 분석에서도 3가지 내
용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단위분수 용어는 교육과정 문서에 7차와 2006 개정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지 않았

다 [13, 16]. 따라서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단위분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2, 15].
그렇지만 2007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는 단위분수가 제시되어 있다 [14, 20].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단위분수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단위

분수’라는 용어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18]. 한편, 20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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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현재까지 수시 개정 체제를 택한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까지 개의 교2006, 2007, 2015 4

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위. 

분수 관련 내용은 과 같다Table 1 .

교육과정의 단위분수 내용Table 1. Contents of unit fraction in curriculums; 

에서 단위분수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의 구분은 단위분수 용어의 제시 여Table 1 ‘
부 단위분수의 의미와 여러 분수와의 관계 이해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와 같이 가지로 ’, ‘ ’, ‘ ’ 3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분수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의 분석에서도 가지 내. 3

용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단위분수 용어는 교육과정 문서에 차와 개정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지 않, 7 2006 
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단위분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3, 16]. [12, 15]. 

그렇지만 개정과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는 단위분수가 제시되어 있다 2007 2015 [14, 20].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단위분수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2007 . 

이유에 대해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단위‘
분수 라는 용어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정 ’ [18]. ,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단위분수라는 용어를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상황에서 분수 ‘
중에서 !#

$
, !"
$

, !)
$
, !&
$

과 같이 분자가 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한다 라1 [19, p. 120]’……

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단위분수와 여러 분수와의 관계 분석은 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와 동
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가를 통해 그 크기를 비교하는 내

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 , 7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의 왼쪽 그림과 같이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인지[16], Figure 1

를 다루고 있으며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는 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분, Figure 1

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12].

교육과정 학년 군( ) 내   용

차7
[16]

나3-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의미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 ①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간단한 단, ② 

위분수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다 용어 없음. ◇ 

개정2006
[13]

학년3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의미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 ① 

분모가 같은 진분수와 간단한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② 

수 있다 용어 없음. ◇ 

개정2007

[14]
학년군3-4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의미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①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단위분수. ② ◇ 

개정2015

[20]
학년군3-4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 , , , ① 

한다.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단위분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 ② 

다 단위분수. ◇ 

Table 1. Contents of unit fraction in curriculums; 교육과정의 단위분수 내용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단위분수라는 용어를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상황에서 ‘분수

중에서 1
2 ,

1
3 ,

1
4 ,

1
5 , · · · 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한다 [19, p. 120]’라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단위분수와 여러 분수와의 관계 분석은 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와 동분

모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가를 통해 그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16],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Figure 1의 왼쪽 그림과 같이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인지를 다
루고 있으며,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는 Figure 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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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 between unit fraction and proper fraction in textbook of 7th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 curriculum; 7 [12, pp. 79-81]

다음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차 교육과정과 같이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2006 7
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 몇 배인[13]. (
지 를 다루고 있으며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진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 ,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15].

Figure 2. Relation between unit fraction and proper fraction in textbook of 2006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revised curriculum; 2006 [15, 

pp. 101-103]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차 교육과정이나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단위분수와 2007 7 2006 
진분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14], 
개인지와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진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만을 [17]. 
제시한 반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의 관계를 다, 2015 , , 
루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이 전의 세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진분수가 단[20]. 
위분수의 몇 개인지를 별도의 차시에서 다룬 것과 달리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진, 
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가분수의 도입 과정에서 가분[19]. 
수를 단위분수의 몇 개분에 대한 것으로 도입하는 차이만이 있을 뿐 분수들 간의 관계에 , 
대한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 

Figure 1. Relation between unit fraction and proper fraction in textbook of 7th
curriculum;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 [12, pp. 79–81]

다음으로 2006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같이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13].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몇 배인지)
를 다루고 있으며,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진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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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 between unit fraction and proper fraction in textbook of 7th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 curriculum; 7 [12, pp. 79-81]

다음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차 교육과정과 같이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2006 7
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 몇 배인[13]. (
지 를 다루고 있으며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진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 ,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15].

Figure 2. Relation between unit fraction and proper fraction in textbook of 2006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revised curriculum; 2006 [15, 

pp. 101-103]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차 교육과정이나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단위분수와 2007 7 2006 
진분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14], 
개인지와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진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만을 [17]. 
제시한 반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의 관계를 다, 2015 , , 
루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이 전의 세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진분수가 단[20]. 
위분수의 몇 개인지를 별도의 차시에서 다룬 것과 달리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진, 
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가분수의 도입 과정에서 가분[19]. 
수를 단위분수의 몇 개분에 대한 것으로 도입하는 차이만이 있을 뿐 분수들 간의 관계에 , 
대한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 

Figure 2. Relation between unit fraction and proper fraction in textbook of 2006 revised
curriculum; 2006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 [15, pp. 101–103]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7차 교육과정이나 2006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14],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와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진분수가 단위 분수의 몇인가를 통해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17]. 마지막으로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의 관계만을

제시한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0].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세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를 별도의 차시에서 다룬 것과 달리,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만을 다루고 있다 [19]. 그리고 가분수의 도입 과정에서 가
분수를 단위분수의 몇 개분에 대한 것으로 도입하는 차이만이 있을 뿐, 분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
세 번째로는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문서에는 7차

교육과정과 2006 개정 교육과정에 ‘간단한’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제시한 것 외에는 모
두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13, 16]. 교과서에 제시된 비교 방법을 살펴보
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방법과 단위분수를
‘전체를 □로 나눈 것 중의 1’이라는 과정을 통해 크기를 비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2].
2006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영역 모델만을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15].
마찬가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영역 모델만을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17].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Figure 3과 같이 분수

띠를 이용하는 방법과 영역 모델을 수직선에 나타내어 비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근 4개의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의 내용은 용어 제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진분수가 단위분수를 기준으로 몇 개에

해당되는가와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내용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은

단위분수의 의미에 치중하기보다는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분인지와 단위분수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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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문서에는 . 7

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간단한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제시한 것 외에는 2006 ‘ ’ 
모두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비교 방법을 살펴[13, 16]. 

보면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방법과 단위분수7

를 전체를 로 나눈 것 중의 이라는 과정을 통해 크기를 비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영역 모델만을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12]. 2006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영역 모델만을 이용하여 비교[15]. 2007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과 같이 분[17]. 2015 Figure 3

수 띠를 이용하는 방법과 영역 모델을 수직선에 나타내어 비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9].

   

개정 Figure 3. Comparison of unit fraction in textbook of 2015 revised curriculum;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19, pp. 120-1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근 개의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에 제4

시된 단위분수의 내용은 용어 제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진분수가 단위분수를 기준으로 

몇 개에 해당되는가와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내용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내용 . 

구성은 단위분수의 의미에 치중하기보다는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분인지와 단위분수 

자체의 크기 비교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교육과정 및 . 

교과서 분석 결과와 기본 단위인 단위분수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과정으로 분수 개념을 

형성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시하는 선행연구 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과서에 ([5, 6, 7, 21, 22]) , 

제시된 단위분수 학습 내용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 

여러 가지 분수를 구성해 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단위분수와 여러 가지 분수들 사이의 관, 

계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학습 내용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과 이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 분석4. CCSSM

이 장에서는 미국에서 년에 발표한 2010 Common Core State Standards-Mathematics 

이하 를 캘리포니아주에서 년에 수정 제시한 ( CCSSM) 2013 California Common Core State 

와 이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인 Standards-Mathematics [22] California Go Math! Common 

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에서는 학년에 분수를 Core [3, 4] . , CCSSM 3

Figure 3. Comparison of unit fraction in textbook of 2015 revised curriculum;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19, pp. 120–121]

크기 비교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결과와 기본 단위인 단위분수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과정으로 분수 개념을 형성하도

록 지도할 것을 제시하는 선행연구([5, 6, 7, 21, 22])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
된 단위분수 학습 내용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수를 구성해 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단위분수와 여러 가지 분수들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학습 내용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미국 CCSSM과 이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 분석

이 장에서는 미국에서 2010년에 발표한 Common Core State Standards-Mathematics
(이하 CCSSM)를 캘리포니아주에서 2013년에 수정 제시한 California Common Core
State Standards-Mathematics [22]와 이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인 California Go Math!
Common Core [3, 4]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CCSSM에서는 3학
년에 분수를 다루기 시작하며, 그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CCSSM에서 분수 도입은
등분할 상황에서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즉, 등분할 과정에서 전체를 동
일한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중의 하나로 단위분수 1

b을 이해하도록 하고, 진분수 a
b는

1
b이

부분으로 만들어진 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수 도입 맥락은 어떤 양을 등분할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조각 하나를 단위분수로 나타내고, 이들의 모임으로 진분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또, 분수가 수임을 강조하며 수직선 위에 단위분수를 나타내고,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a

b

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분수 띠와 수직선에 분수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진분수를
나타내는 분수 띠는 Figure 4와 같이 단위분수의 몇 개에 해당되는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이것은 분수를 하나의 수로 인식시키고, 그 크기에 대한 양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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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시작하며 그 주요 내용은 와 같다 에서 분수 도입은 등분할 상황, Table 2 . CCSSM
에서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즉 등분할 과정에서 전체를 동일한 부분으. , 
로 나누어진 것 중의 하나로 단위분수 !*

$을 이해하도록 하고 진분수 , !*

+는 !*
$이 +부분으

로 만들어진 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수 도입 맥락은 어떤 양을 등분할로 세. 
분하는 과정에서 조각 하나를 단위분수로 나타내고 이들의 모임으로 진분수를 정의하는 , 
것이다. 

수와 연산 분수-

수로서 분수에 대한 이해를 개발한다.
전체를 동일한 부분 로 나누었을 때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양으로서 분수 1. b !*

$을 이

해한다. !*
$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양으로서 분수 !*

+를 이해한다.

수직선 위의 수로서 분수를 이해한다 수직선 그림 위에 분수를 표현한다2. . .
전체를 에서 까지로 하고 그것을 동일한 부분  (a) 0 1 , *로 나누어진 수직선 그림 위에 
분수 !*

$ 을 나타낸다 각각의 부분은 . !*

$ 의 크기이고 이 기준인 부분의 끝 지점, 0

은 수직선 위에 수 !*
$ 이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부터  (b) 0 !*

$의 +만큼을 표시함으로써 수직선 그림 위에 분수 !*
+를 나타낸다 구간은 . 

!*

+의 크기이고 끝점은 수직선 위에 수 , !*

+이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의 분수 내용Table 2. Contents of fraction in CCSSM(1); CCSSM (1) [22, p. 170]

또 분수가 수임을 강조하며 수직선 위에 단위분수를 나타내고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 , 

!*

+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분수 띠와 수직선에 분수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진분수. , 

를 나타내는 분수 띠는 와 같이 단위분수의 몇 개에 해당되는가를 명시적으로 표Figure 4
현하고 있다 이것은 분수를 하나의 수로 인식시키고 그 크기에 대한 양감을 가지도록 하. , 
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9]. 

분수의 표현 Figure 4. Representation of fraction; [22, p. 173]

Table 2. Contents of fraction in CCSSM(1); CCSSM의 분수 내용(1) [22, p. 170]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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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시작하며 그 주요 내용은 와 같다 에서 분수 도입은 등분할 상황, Table 2 . CCSSM
에서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즉 등분할 과정에서 전체를 동일한 부분으. , 
로 나누어진 것 중의 하나로 단위분수 !*

$을 이해하도록 하고 진분수 , !*

+는 !*
$이 +부분으

로 만들어진 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수 도입 맥락은 어떤 양을 등분할로 세. 
분하는 과정에서 조각 하나를 단위분수로 나타내고 이들의 모임으로 진분수를 정의하는 , 
것이다. 

수와 연산 분수-

수로서 분수에 대한 이해를 개발한다.
전체를 동일한 부분 로 나누었을 때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양으로서 분수 1. b !*

$을 이

해한다. !*
$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양으로서 분수 !*

+를 이해한다.

수직선 위의 수로서 분수를 이해한다 수직선 그림 위에 분수를 표현한다2. . .
전체를 에서 까지로 하고 그것을 동일한 부분  (a) 0 1 , *로 나누어진 수직선 그림 위에 
분수 !*

$ 을 나타낸다 각각의 부분은 . !*

$ 의 크기이고 이 기준인 부분의 끝 지점, 0

은 수직선 위에 수 !*
$ 이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부터  (b) 0 !*

$의 +만큼을 표시함으로써 수직선 그림 위에 분수 !*
+를 나타낸다 구간은 . 

!*

+의 크기이고 끝점은 수직선 위에 수 , !*

+이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의 분수 내용Table 2. Contents of fraction in CCSSM(1); CCSSM (1) [22, p. 170]

또 분수가 수임을 강조하며 수직선 위에 단위분수를 나타내고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 , 

!*

+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분수 띠와 수직선에 분수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진분수. , 

를 나타내는 분수 띠는 와 같이 단위분수의 몇 개에 해당되는가를 명시적으로 표Figure 4
현하고 있다 이것은 분수를 하나의 수로 인식시키고 그 크기에 대한 양감을 가지도록 하. , 
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9]. 

분수의 표현 Figure 4. Representation of fraction; [22, p. 173]Figure 4. Representation of fraction; 분수의 표현 [22, p. 173]

한편, CCSSM의 4학년 과정에서는 Table 3과 같이 진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이해
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분수를 여러 분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은 분수 개념 도입에서부터 전체를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한 부분을 단위분수로

이해하고, 단위분수의 합으로 진분수를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단위분수를 여러 가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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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 학년 과정에서는 과 같이 진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이해, CCSSM 4 Table 3
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분수를 여러 분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 
은 분수 개념 도입에서부터 전체를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한 부분을 단위분수로 
이해하고 단위분수의 합으로 진분수를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단위분수를 여러 가지 분수 , 
생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와 연산 분수-

범자연수 연산에 대한 이해를 적용ㆍ확장함으로써 단위분수로부터 분수를 개발한다.

1. !*
$ 의 합으로 !*

+ (+,$ 를 이해한다) .

분수를 분모가 같은 분수의 합으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해하고 분해한   (b) , 
결과를 등식으로 기록한다 분해한 결과를 시각적 분수 모델과 같은 모델을 이용. 

하여 정당화한다 예. : !-
" =!-
$+!-

$+!-
$ ; !-
" =!-
$ +!-
# ; #!-

$ =1+1+!-
$ =!-
- +!-

- +!-
$  

의 분수 내용Table 3. Contents of fraction in CCSSM(2); CCSSM (2) [22, p. 212]

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학년 과정에 와 같이 분수 용어 도입과 함께 CCSSM 3 Figure 5
단위분수 용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단위분수에서 전체를 찾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 . 
내용은 분수 도입 시 전체를 똑같은 나눈 한 부분에 초점을 두며 한 부분들이 나누어진 , 
수만큼 구성이 되면 전체가 된다는 가역적 사고를 통한 분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분수 정의와 예 Figure 5. Definition and example of fraction; [3, p. 329]

이후에는 에서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게 연속된 단위분수의 합으로 분수를 수Figure 4
직선 위에 표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 학년 교과서에서도 과 같이 단위분수를 . 4 Figure 6
다시 정의하면서 진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분수를 [4]. 
단위분수의 합으로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위한 선행학습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분수의 도입 과정에 단위분수의 CCSSM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의 하나가 새로운 단위로 기능을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등분할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위인 단위분수로 구성. , 

Table 3. Contents of fraction in CCSSM(2); CCSSM의 분수 내용(2) [22,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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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CSSM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3학년 과정에 Figure 5와 같이 분수 용어 도입과 함께

단위분수 용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단위분수에서 전체를 찾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분수 도입 시 전체를 똑같이 나눈 한 부분에 초점을 두며, 한 부분들이 나누어진

수만큼 구성이 되면 전체가 된다는 가역적 사고를 통한 분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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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 학년 과정에서는 과 같이 진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이해, CCSSM 4 Table 3
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분수를 여러 분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 
은 분수 개념 도입에서부터 전체를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한 부분을 단위분수로 
이해하고 단위분수의 합으로 진분수를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단위분수를 여러 가지 분수 , 
생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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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자연수 연산에 대한 이해를 적용ㆍ확장함으로써 단위분수로부터 분수를 개발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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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이해한다) .

분수를 분모가 같은 분수의 합으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해하고 분해한   (b) , 
결과를 등식으로 기록한다 분해한 결과를 시각적 분수 모델과 같은 모델을 이용. 

하여 정당화한다 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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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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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학년 과정에 와 같이 분수 용어 도입과 함께 CCSSM 3 Figure 5
단위분수 용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단위분수에서 전체를 찾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 . 
내용은 분수 도입 시 전체를 똑같은 나눈 한 부분에 초점을 두며 한 부분들이 나누어진 , 
수만큼 구성이 되면 전체가 된다는 가역적 사고를 통한 분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분수 정의와 예 Figure 5. Definition and example of fraction; [3, p. 329]

이후에는 에서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게 연속된 단위분수의 합으로 분수를 수Figure 4
직선 위에 표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 학년 교과서에서도 과 같이 단위분수를 . 4 Figure 6
다시 정의하면서 진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분수를 [4]. 
단위분수의 합으로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위한 선행학습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분수의 도입 과정에 단위분수의 CCSSM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의 하나가 새로운 단위로 기능을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등분할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위인 단위분수로 구성. , 

Figure 5. Definition and example of fraction; 분수 정의와 예 [3, p. 329]

이후에는 Figure 4에서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게 연속된 단위분수의 합으로 분수를 수직
선 위에 표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 4학년 교과서에서도 Figure 6과 같이 단위분수를
다시 정의하면서 진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4]. 이것은 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위한 선행학습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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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진분수와 하나의 단위가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분수 구성의 기본을 단위분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분수의 합으로서 분수 Figure 6. Fraction as sums of unit fraction; [4, p. 283]

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기반의 분수 내용의 구성과 제시 방CCSSM
식은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분수 개념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형성된 분수 개념과 그 연산을 관계적으로 연결 . , 
지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단위화와 단위분수 기반의 분수 지도 방안5. 

이전 장에서는 분수 개념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난 단위분수의 가치와 미국의 CCSSM
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 
과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단위분수 지도 내용과 방법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
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장에서는 학생들의 분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분. 
수 기반의 분수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분수 지도에서 중요한 개. 
념인 단위화와 단위분수에 바탕을 둔 분수 개념의 관계적 이해 방안 분수의 연산 및 문제, 
해결에서 단위분수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먼저 분수 이해의 핵심은 단위화 라고 할 수 있다 단위란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분, ‘ ’ . , 
수에서는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같은 양일지라도 다른 분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양을 단위로 설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 을 분

수로 나타낼 때 을 단위로 설정할 경우에는 1 !#

$ 이 되며, 을 단위로 설1

정할 경우에는 !)
$이 된다 전체 부분 개념에서 영역 모델의 경우에 하나의 영역을 이용하. —

여 다루는 경우에는 영역을 등분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동일한 크기의 부분이 새로운 단
위가 되며 하나의 영역이 기본 단위이며 전체가 되므로 단위 인식에 어려움이 줄어들게 , 
된다.  

그렇지만 전체 부분 개념의 이산량이나 길이 모델의 경우에는 주어진 전체 양에 견—
주어 단위를 어떤 양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단위가 되는 양을 어떻게 등분할하는, 
가에 따라 분수 표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개의 도형 전체를 단위로 . 12 1

Figure 6. Fraction as sums of unit fraction; 단위분수의 합으로서 분수 [4, p. 283]

이상에서 분석한 CCSSM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분수의 도입 과정에 단위분수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의 하나가 새로운 단위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등분할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위인 단위분수로 구성되는
진분수와 하나의 단위가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보여줌으

로써 분수 구성의 기본을 단위분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CSSM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기반의 분수 내용의 구성과 제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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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분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분수 개념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형성된 분수 개념과 그 연산을 관계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 단위화와 단위분수 기반의 분수 지도 방안

이전 장에서는 분수 개념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난 단위분수의 가치와 미국의 CCSSM
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분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단위분수 지도 내용과 방법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장에서는 학생들의 분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
분수 기반의 분수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분수 지도에서 중요한
개념인 단위화와 단위분수에 바탕을 둔 분수 개념의 관계적 이해 방안, 분수의 연산 및 문
제해결에서 단위분수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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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1
10이 된다. 그런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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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단위화 과정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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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 단위를 등분할하는 방법에 따라 새로운 단위로 구성되는 분수가 다르게 , 

표현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개의 도형을 개씩 묶어서 등분할하게 되면 인 도형은 , 12 2 ■ !(

#

가 된다 그렇지만 개의 도형을 기본 단위로 할지라도 도형을 개씩 묶어서 등분할하게 . 12 4

되면 인 도형은 ■ !"

$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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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수 개념의 지도에서는 전체와 단위에 대한 인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단위

와 그 단위를 표현하는 단위분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기본 단위에서 등분할 과. , 

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단위와 등분할된 한 조각이 나타내는 단위분수에 대한 인식

은 서로 다른 크기의 단위를 같은 크기의 단위로 조정해 가는 통분 과정을 직관적으로 인

식시켜줄 수 있는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연수에서 기본 단위를 중첩해 감으로써 .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듯이 분수에서는 기본 단위를 세분 분할 해감으, ( )

로써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 . , !#

$
+

!"

#
의 계산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크기의 기본 단위에서 출발하여 크기가 다른 단

위로 구성되는 단위분수인 !#
$

과 !"
$

을 새로운 공통의 단위분수 !(
$

로 세분해 가야 한다. 

⇒

분수 개념의 지도 과정에서 단위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

들은 단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단위가 되는 대상이 단일의 사물일 .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탄력적으로 단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양을 분수로 표현, 

해 보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양을 변동되는 . 

단위에 따라 여러 가지 분수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단위 설정에 따른 분수 표현의 차이

한편, 기본 단위를 등분할하는 방법에 따라 새로운 단위로 구성되는 분수가 다르게 표현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12개의 도형을 2개씩 묶어서 등분할하게 되면 ■인 도형은 2

6가 된

다. 그렇지만 12개의 도형을 기본 단위로 할지라도 도형을 4개씩 묶어서 등분할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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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형은 1
3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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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수 개념의 지도에서는 전체와 단위에 대한 인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단위와

그 단위를 표현하는 단위분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기본 단위에서 등분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단위와 등분할된 한 조각이 나타내는 단위분수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크기의 단위를 같은 크기의 단위로 조정해 가는 통분 과정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줄

수 있는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연수에서 기본 단위를 중첩해 감으로써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듯이, 분수에서는 기본 단위를 세분(분할)해감으로써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 1

2 + 2
3의

계산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크기의 기본 단위에서 출발하여 크기가 다른 단위로

구성되는 단위분수인 1
2과

1
3을 새로운 공통의 단위분수

1
6로 세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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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양을 변동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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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개념의 지도 과정에서 단위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

은 단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단위가 되는 대상이 단일의 사물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탄력적으로 단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양을 분수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양을 변동되는 단위
에 따라 여러 가지 분수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단위 설정에 따른 분수 표현의 차이를 인

식하게 하고, 분수에서는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단위에 따른 상대적인 양으로 표현된다는
것에 주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분수 도입 초기에 다루어지
는 전체-부분 개념의 전체=단위인 영역 모델과 달리, 전체≠단위일 수 있는 이산량과 길이
모델의 경우에서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특정 양이 단위 설정에 따라 다른 분수로 표현될

수 있음을 체험하도록 제시하는 교수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5∼6학년 군에서 다루
어지는 분수의 연산에서는 연산 과정에서 새로운 단위 설정과 재귀적 분할 과정의 활동을

통해 단위의 재개념화를 경험하도록 하여 새로 나타나는 단위의 의미와 이에 따른 새로운

단위분수를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수의 기본 단위에서 등분할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새로운 단위로 만들어지는

단위분수에 초점을 두고 분수 개념을 도입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수 지도 방
안은 앞서 살펴본 CCSSM에서도 찾을 수 있다 [22]. 즉, CCSSM에서는 1

b의 a부분으로

만들어진 양으로 분수 a
b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방법은 학생들이 기본 단위

에서 등분할된 한 부분을 새로운 단위로 인식하고 이를 단위분수로 표현하고, 단위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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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수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7]. 예를 들어, 진분수 3
5

은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누었을 때 만들어지는 한 부분인 단위 1
5이 1개, 2개, 3개로 확

장되어 만들어지는, 즉 1
5이 3인 수로 인식하는 것이 분수 개념 이해를 넓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직선 위에서 분수를 표현하기 위해 기본 단위 길이를 등분할하고, 단위분수만큼
을 반복하여 원하는 분수만큼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분수를 수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분수를 지도하는 방안은 등분할 과정에서 각각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 및 진분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역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체-부분 개념에서 기본 단위를 n개로 등분할하게 되면, 각각의 한 조각은 1

n로 표현된다

는 것과 모든 조각을 모으면 전체(1)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1÷n = 1
n ,

1
n ×n = 1, n

n = 1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위분수를 기본 단위로 하여
진분수를 도입하고 이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단위분수에 대한 관계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5]. 이것은 또한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단위분수를 기준으
로 자연수의 크기 비교에 대한 유추를 통해 원리를 탐구하는 방법과 연계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앞에서 살펴봤던 분수 개념의 다양성과 역사적 발생 과정에서 나타난 단위분수의

실제적 활용 방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분수 계산

원리와 알고리즘의 생성 과정을 유의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먼
저, 단위분수를 이용하여 진분수가 단위분수의 몇 개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분모
분수의 덧셈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동분모 분수에서 단위분수가 단위로 작동되어 자
연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분모 분수의 덧셈에서도
각 분수의 기본 단위인 단위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단위인 단위분수로 변

형시켜주는 과정을 통해 통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즉,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 동일한 전체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 즉 각각의 분모에 해당되는 1차 단위의
통분의 과정을 통해 동일한 단위분수를 형성하는 2차 단위를 통해 동일한 단위로 조정해
가는 과정이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단위 추론 과정이다.
분수 곱셈의 경우에는 진분수가 단위분수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3 × 2

5에서
2
5가

단위분수 1
5이 2개인 수이므로 3 × 2

5 = 3 × 1
5 × 2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분수끼리

의 곱셈인 2
3 × 4

5에서도 기본 단위 1에서 출발하여 피승수인 2
3의 단위분수 1

3과 승수 4
5

의 단위분수 1
5에서 단위 조정 과정을 통해 2차 단위인 단위분수 1

15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단위 추론을 통해 분수의 곱셈에서는 단위분수가 되는 기본 단위로 분할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단위로 재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 생성 과정과 연결시키는 데

유용하다.



Lee Daehyun 131

한편 분수 나눗셈에서는 문장제의 의미에 따라 알고리즘 생성 과정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포함제 상황의 경우에는 분모를 통분한 후에 분자끼리의 몫으로 구하거나, 단
위비율 결정 상황에서는 제수의 단위분수에 해당되는 양을 먼저 구한 후에 1에 해당되는
양을 찾는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이 단위분수에 해당되는
양을 정하고 전체의 양을 찾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표준 알고리즘 생성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위비율 결정 상황과 포함제 상황의 문장제를 바탕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비율 결정 상황] 물병의 2
3만큼 들어 있는 물의 양이 4

5L일 때 한 병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구하시오.

[포함제] 4
5㎏의 소금을

2
3㎏으로 가득 차는 컵에 담으면 컵의 얼마만큼을 채울

수 있는지 구하시오.

단위비율 결정 상황의 경우에는 물병의 2
3만큼의 양에서 한 병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3
2배 만큼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학생들이 제시하는 비형식적 지식은 한 병의 양
을 구하기 위해 먼저 제수의 단위분수만큼을 구한 후에 제수의 분모만큼 곱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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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분의 과정을 통해 동일한 단위분수를 형성하는 차 단위를 통해 동일한 단위로 조정- 2

해 가는 과정이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단위 추론 과정이다. 

분수 곱셈의 경우에는 진분수가 단위분수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
#

에서 !&
#

가 단위분수 !&
$

이 개인 수이므로 2 "×!&
#
="×!&

$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분수끼리의 ×2 . 

곱셈인 !"
#
×!&
)

에서도 기본 단위 에서 출발하여 피승수인 1 !"

#
의 단위분수 !"

$
과 승수 !&

)
의 

단위분수 !&
$

에서 단위 조정 과정을 통해 차 단위인 단위분수 2 !$&

$
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

다 이러한 단위 추론을 통해 분수의 곱셈에서는 단위분수가 되는 기본 단위로 분할해 나. 

감으로써 새로운 단위로 재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 생성 과정과 연결시키는데 

유용하다.

한편 분수 나눗셈에서는 문장제의 의미에 따라 알고리즘 생성 과정이 다를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포함제 상황의 경우에는 분모를 통분한 후에 분자끼리의 몫으로 구하거나, , 

단위비율 결정 상황에서는 제수의 단위분수에 해당되는 양을 먼저 구한 후에 에 해당되1

는 양을 찾는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이 단위분수에 해당되. 

는 양을 정하고 전체의 양을 찾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표준 알고리즘 

생성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위비율 결정 상황과 포함제 상황의 문장제를 . ,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비율 결정 상황 물병의 [ ] !"

#
만큼 들어 있는 물의 양이 !&

)
일 때 한 병에 들어가L

는 물의 양을 구하시오.

포함제[ ] !&
)

의 소금을 ㎏ !"

#
으로 가득 차는 컵에 담으면 컵의 얼마만큼을 채울 수 ㎏

있는지 구하시오. 

단위비율 결정 상황의 경우에는 물병의 !"
#

만큼의 양에서 한 병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는 !#
"

배 만큼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기는 쉽지 , 

않다 이 때 학생들이 제시하는 비형식적 지식은 한 병의 양을 구하기 위해 먼저 제수의 . 

단위분수만큼을 구한 후에 제수의 분모만큼 곱해 주는 것이다. 

단위비율 Figure 7. Invention of algorithm in context of determination of a unit rate; 

결정 상황에서 알고리즘 발견

Figure 7. Invention of algorithm in context of determination of a unit rate; 단위비율 결정

상황에서 알고리즘 발견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제수의 단위분수만큼의 양을 추론해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1
n ×

n = 1에 되는 양을 산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분수를 통한 계산 과정은 Figure 7
과 같이 분수 알고리즘의 추출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에서는 4

5 ÷
2
3

의 상황에서 제수인 2
3의 단위분수만큼을 구하기 위해

4
5 ÷ 2를 구하고, 1에 해당되는 양을

찾기 위하여 3을 곱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함제 상황에서도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표준 알고리즘과 유사한 전략을

비형식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앞에 제시한 포함제를 예로 하여 살펴보면, 피제수 4
5에

제수의 단위분수인 1
3이 몇 개있는지를 구해 본다. 이것은 1에는 1

3이 3개 있으므로 4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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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
3이

4
5 × 3개 있게 된다. 이제 4

5에
2
3가 몇 개있는가라는 것은

4
5 × 3의 1

2만큼이므로

4
5 × 3 × 1

2 = 4
5 × 3

2이 되어 표준화된 알고리즘에 도달하게 된다 [5]. 이상과 같이 분수
나눗셈에서는 제수의 단위분수만큼을 먼저 구하고, 제수의 분모에 해당되는 양을 계산해
주는 과정을 통해 비형식적인 방법에서 표준화된 알고리즘의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일

반화하면 제수의 단위분수만큼을 먼저 구하고 나면, 나머지 과정은 제수의 분모만큼만 더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다.
넷째, 인류의 역사를 통해 분수 도입 상황에서 다루어진 단위분수의 역할과 위상을 고

려하며,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분수 개념은 측정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었고, 그들은 균등 분배 문제를
해결하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곱셈과 나눗셈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를
똑같은 부분들로 나누고, 나누어진 조각들을 더해 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린드 파피루스에는 빵 2개를 7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상황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
다. 그들은 0에서 시작하여 2가 될 때까지 균일한 7조각으로 분할해 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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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제수의 단위분수만큼의 양을 추론해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 !.

$

×. 에 되는 양을 산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분수를 통한 계산 과정은 =1 . Figure 7

과 같이 분수 알고리즘의 추출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는 . Figure 7 !&

)÷

!"

#의 상황에서 제수인 !"
# 의 단위분수만큼을 구하기 위해 !&

) 를 구하고 에 해당되는 ÷2 , 1

양을 찾기 위하여 을 곱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3 . 
마찬가지로 포함제 상황에서도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표준 알고리즘과 유사한 전략을 

비형식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앞에 제시한 포함제를 예로 하여 살펴보면 피제수 . , !&

)에 

제수의 단위분수인 !"
$이 몇 개있는지를 구해 본다 이것은 에는 . 1 !"

$이 개 있으므로 3 !&

)에

는 !"
$ 이 !&

) 개 있게 된다 이제 ×3 . !&

)에 !"
# 가 몇 개있는가라는 것은 !&

) 의 ×3 !#

$만큼이므로 

!&

)×3×!#
$ =!&
)×!#

"이 되어 표준화된 알고리즘에 도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분수 나[5]. 

눗셈에서는 제수의 단위분수만큼을 먼저 구하고 제수의 분모에 해당되는 양을 계산해 주, 
는 과정을 통해 비형식적인 방법에서 표준화된 알고리즘의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일반화. 
하면 제수의 단위분수만큼을 먼저 구하고 나면 나머지 과정은 제수의 분모만큼만 더 계, 
산해 주면 되는 것이다. 

넷째 인류의 역사를 통해 분수 도입 상황에서 다루어진 단위분수의 역할과 위상을 , 
고려하며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대 , . 
이집트인들에게 분수 개념은 측정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었고 그들은 균등 분배 문제를 , 
해결하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곱셈과 나눗셈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를 . 
똑같은 부분들로 나누고 나누어진 조각들을 더해 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예, . 
를 들어 린드 파피루스에는 빵 개를 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상황의 문제가 제시되어 , 2 7
있다 그들은 에서 시작하여 가 될 때까지 균일한 조각으로 분할해 가는 방법으로 문제. 0 2 7
를 해결하였다. 

Figure 8. Two methods of problem solving of !0
# ; !0

# 의 두 가지 문제해결 과정 [6, p. 

3]

먼저 의 위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빵을 반으로 자르고 잘린 조각을 다시 반Figure 8 , 
으로 자른다 이제 개의 조각을 얻을 수 있고 이 중 개를 나누어 주면 한 조각이 남게 . 8 , 7
되고 이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주면 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7 2 . . Figure 8
의 아래 그림과 같이 을 반으로 나누고 다시 등분하면 는 모두 개의 조각이 된다 이1 3 2 12 . 

Figure 8. Two methods of problem solving of 2
7
; 2

7
의 두 가지 문제해결 과정 [6, p. 3]

먼저 Figure 8의 위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빵을 반으로 자르고, 잘린 조각을 다시 반으로
자른다. 이제 8개의 조각을 얻을 수 있고, 이 중 7개를 나누어 주면 한 조각이 남게 되고
이것을 7조각으로 나누어 주면 2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Figure 8의
아래 그림과 같이 1을 반으로 나누고 다시 3등분하면 2는 모두 12개의 조각이 된다. 이제
7조각을 나누어 주면 1 + 1

6이 쓰이고
5
6가 남게 된다. 5

6는
1
3과

1
2의 합이므로 각각을 7

개로 나누어 분배하면 1
3 × 1

7 ,
1
2 × 1

7이 되어
2
7 = 1

6 + 1
21 + 1

14이 된다 [6].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수 개념 초기에는 분배할 수 있는 조각으로 정해진 양을

먼저 나누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분배된 양들은 현재 의미로 단위분수로 표현되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그
것은 분배 과정의 경제성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또한 Figure 8과 같이 선분을 이용하여
2에 도달할 때까지 분할해 가는 과정은 Figure 9와 같이 학생들이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비형식적으로 균등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비형식적 지식과 연계하여 균등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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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각을 나누어 주면 7 1+!(
$

이 쓰이고 !(
&

가 남게 된다. !(
&

는 !"
$

과 !#
$

의 합이므로 각각

을 개로 나누어 분배하면 7 !"

$
×!0
$

, !#
$
×!0
$

이 되어 !0
#
=!(
$
+!#$
$
+!$)
$

이 된다 [6].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수 개념 초기에는 분배할 수 있는 조각으로 정해진 

양을 먼저 나누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 . 

정에서 분배된 양들은 현재 의미로 단위분수로 표현되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만 그것은 분배 과정의 경제성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또한 과 같이 선분을 이용, . Figure 8

하여 에 도달할 때까지 분할해 가는 과정은 와 같이 학생들이 영역 모델을 이용2 Figure 9

하여 비형식적으로 균등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9. Informal problem solving of !0
#
; !0
#

의 비형식적 문제해결

이 과정은 단위분수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비형식적 지식과 연계하여 균등 분

배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 !"

#
를 제외하면 모

두 단위분수를 사용하였고 분자가 이고 분모가 이상 까지의 홀수인 여러 진분수들, 2 5 101

을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한 역사에 비추어 진분수를 여러 개의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해결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탐구와 더불어 비형식적 지식을 함께 적

용할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해결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학에서 . 

균등 분배 문제는 몫으로서 분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 ’ , 

결과는 +÷*=!*
+

로 표현하게 하는 알고리즘 위주의 지도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수 개념 발달 초기에 고대인들이 이. 

용한 아이디어와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균등 분배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수 방법과 문제해결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결론6. 

분수는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개념이며 교사들이 지도하기에도 쉽지 않은 개념이다 그, . 

럼에도 불구하고 분수 개념은 음식의 조리법이나 양의 분배 상황에 필요한 것과 같이 일

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수학 개념이며 중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유리수 개념을 이해하, 

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 기간을 통해 분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절. 

실히 요구된다.

Figure 9. Informal problem solving of 2
7
; 2

7
의 비형식적 문제해결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2
3를 제외하면 모두

단위분수를 사용하였고, 분자가 2이고 분모가 5이상 101까지의 홀수인 여러 진분수들을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한 역사에 비추어 진분수를 여러 개의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해결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탐구와 더불어 비형식적 지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해결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학에서 균등

분배 문제는 ‘몫으로서 분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a÷ b = a

b로 표현하게 하는 알고리즘 위주의 지도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수 개념 발달 초기에 고대인들이 이용한
아이디어와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균등 분배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

는 교수 방법과 문제해결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분수는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개념이며, 교사들이 지도하기에도 쉽지 않은 개념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분수 개념은 음식의 조리법이나 양의 분배 상황에 필요한 것과 같이 일상

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수학 개념이며, 중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유리수 개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 기간을 통해 분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분수 개념의 다양성에 비추어 역사-발생적 원리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의 분수 개념의

지도 방안이 제시되었는바, 본 연구에서는 분수 개념 중 단위분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

위분수 기반의 분수 지도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분수 개념의 발생 과정과 그
의미의 다양성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CCSSM에 제시된 단위분수 관련 내용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분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단위분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분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용적인 관점에

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등분할된 한 조각이 새로운 단위가 되어 전체로 구성되어 가듯이
단위분수는 단위와 전체와의 관계 인식의 기본이 된다. 단위분수는 측정을 위한 새로운 단
위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단위분수를 바탕으로 분수를 구성해 가며, 여러 유형의 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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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분수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수 개념 도입 상황에서 단위분수의
개념과 의미를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여러 가지 분수 개념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단위분수와 관련지어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교수 자료 구성과

교수 학습 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분수의 사칙계산에서는 그 유형에 따라 알고리즘의 생성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단

위분수는 분수의 사칙계산의 알고리즘을 추출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될 수 있다.
단위분수에 대한 이해는 알고리즘 생성 과정에서 단위분수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여 그

부분의 양을 다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원리 탐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단위분수 개념을 공통분모로 하여 분수의 사칙계산 알고리즘의 의미를 개념
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분수 관련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단위분수를 활용한 문제해결 자료의 개발과 적용에도 관심을 두어

야 할 것이다. 그간 단위분수 관련 내용이 등분할된 하나의 조각으로 형성되는 단위분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단위분수와 여러 분수 개념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한 우리나라 분수

지도 방법에 비추어, 단위분수 기반의 교육 내용 구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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