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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에서 측정활동에 기반한 소수의 학습·지도 

방안 및 학생의 이해 실태 분석

김은정1) ･ 강흥규2)

소수 개념은 측정수, 십진기수법, 분수, 비, 작용소, 통약 불가능성, 무한근사, 실무
한, 계산수 등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수 개념의 요소들은 분리될 수 있
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위의 세분할에 의한 측정활동에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요컨대 소수 지도의 핵심은 측정활동이며, 소수의 개념 지도를 위해서는 자연수, 
분수와의 관계 이해와 십진기수법적인 자리체계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
며 그 수단으로 측정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측정활동을 방법으로 
소수에 내포된 여러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학습·지도안을 구성
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소수, 측정활동, 위치적 기수법

Ⅰ. 서   론

소수는 초등학교 수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수학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루어지며, 

실수 개념의 이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의 소수 개념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변희현(2005)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소수 개념 

학습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학생들은 소수를 분수나 

제곱근 등의 다른 표현 정도로 인식한 채, 단지 형식적 조작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

인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소수 개념이 의미 있게 이해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김수정, 강완, 2007). 

그러면 이러한 소수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 발생적 원

리에 따른 지도를 강조하는 Freudenthal(1973)은 현재의 수학교육의 주요 문제는 수학화 

과정에 대한 경험은 생략한 채 최종적으로 손질된 기성지식을 인위적으로 초등화하여 기

성지식이 피상적으로 전달되는 반교수학적 전도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지

양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개념의 본질에 충실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

이 소수학습을 어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자연수와 자릿값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보

다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한 십진법의 자리체계의 자연스런 확장으로 소수를 이해하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서 소수를 이해하는 확고한 개념적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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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M, 2000).

변희현(2005)은 소수 개념을 측정수, 십진기수법, 분수, 비, 작용소, 통약 불가능성, 무한

근사, 실무한, 계산수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수 개념의 요소들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위의 세분할에 의한 측정활동에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수 개념의 지도 방향으로 단위의 세분할에 의한 측정활동을 기초로 소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소수 지도의 핵심은 측정활동이며, 소수의 개념 지도

를 위해서는 자연수, 분수와의 관계 이해와 십진기수법적인 자리체계를 명확히 이해시키

는 것이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측정활동이 강조되고 있다(강흥규, 2011). 

이에 연구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해야할 소수 개념들을 분석하여 보고, 측정활동

을 방법으로 소수에 내포된 여러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학습·지도안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초등수학 수준에서 나타나는 소수의 수학적 개념을 분류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변희현(2005)은 소수의 개념 요소를 측정수, 십진기수법, 분수, 비, 작용소, 통약 불가

능성, 무한근사, 실무한, 계산수로 구분하였고, 강현영, 박문환, 박교식(2009)은 등분할 소

수, 양 소수, 조작 소수, 비율 소수, 몫 소수, 배 소수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수 단원을 배우면서 알아야할 개념으로 측정수, 십진기수

법, 비율 소수, 배 소수, 작용 소수로 구분하기로 한다. 

1. 측정수

어떤 양을 세분할하여 보다 정확한 값을 얻어 내는 과정에서 소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양을 측정할 때에 1단위를 10등분하여 얻은 

단위가 몇 개 포함되었는지 헤

아려 소수 첫째 자리에 나타내고, 다음으로 

단위를 다시 10등분하여 얻은 


단위가 

몇 개 포함되었는지 헤아려 소수 둘째 자리에 나타낸다. 


단위를 10등분하여 나타내는 

과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0.23m는 1m를 

100등분 한 것의 23개 혹은 10등분 한 것 2개와 100등분 한 것 3개를 합한 크기를 나타낸

다. 이와는 달리 0.23은 0.23m이나 0.23kg과 같은 구체적인 맥락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 

즉 ‘순수한 수’이다. 0.23m는 고유한 양의 절대 크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측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단위를 연속적으로  세분할하여 그 단위들이 포함된 개수를 

세어 각 자리체계에 나타내지만, 분수는 나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크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속량의 측정값은 정수, 분수, 소수로 표현 가

능하나,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측정에 대응하는 수는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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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진기수법

소수 첫째 자리는 1을 10등분한 

단위의 개수를 세어 나타내고, 둘째 자리는 


을 

10등분한 


단위의 개수를 세어 나타내며, 셋째 자리는 


을 다시 10등분한 


단

위의 개수를 세어 나타낸다. 즉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십진분수가 각 자리수의 크기를 

나타내고 소수는 모든 자리수의 값의 합을 나타낸다는 접에서 십진기수법의 개념을 내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릿값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배씩 되고,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10배씩 된다. 이 점에서 자연수와 표기체제가 유사하다. 반면 자연수는 10

씩 묶어 세어 왼쪽으로 보다 큰 자리수를 만들어 나가고 소수는 10등분하여 오른쪽으로 

보다 작은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3. 배 소수

소수 0.1을 단위로 하여 그것을 3배한 것의 크기는 0.3이고, 소수 0.01을 단위로 하여 32

배한 것의 크기가 0.32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0.3과 0.32는 배 개념의 의미를 갖는다. 이

는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 비율 소수

측정량 전체를 비교하는 양으로 하고 일정한 단위를 기준량으로 하여, 단위에 대한 측

정량 전체의 비의 값을 소수로 나타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측정량 2.56은 단위 2개, 


단위 5개, 


단위 6개로서, 전체 크기는 단위의 2.56배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양이 단위량의 2.56배라고 할 때 2.56을 비율 소수로 본다. 사실 배 소수는 비율 소

수와 작용 소수를 포함하는데 비율 소수는 소수 배의 결과라고 한다면 작용 소수 배의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작용 소수

어떤 수에 어떤 소수를 작용시켜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의 

0.3은 1.5이다’에서 0.3은 작용 소수가 되는 것이다. 이때 0.3이라는 작용은 곱하기를 의

미한다. 0.3배라는 표현은 작용 소수로서의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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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수의 학습·지도 방안 구성

1. 구성의 방향

구성의 주요 방향은 측정활동을 통하여 소수를 도입하여 여러 가지 소수의 개념들을 유

의미하게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가. 막대를 연속적으로 10등분하여 길이를 재어 보는 측정활동으로 소수를 도입한다. 

1이라는 막대를 등분할하여 

의 막대를 얻고, 


의 막대를 10등분하여 


의 막대

를 얻고, 


의 막대를 10등분하여 


의 막대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남은 단

위를 또다시 세분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막대라는 구체물을 등분할하여 측정하는 활동은 소수 사이의 배관계도 자연스럽게 도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을 10개로 잘라서 0.1을 만들고, 0.1을 10개로 잘라서 0.01을 만들

고, 0.01을 10개로 잘라서 0.001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1은 0.1의 10배이기도 하지만 0.01의 

100배, 0.001의 1000배이고, 0.001은 0.01의 


배, 0.1의 


배, 1의 


임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 소수 0.23이 0.01이 23개라는 개념뿐 아니라 0.1이 2개, 0.01

이 3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강현영, 박문환, 박교식, 2009). 

나. dm를 도입하여 mm-cm-dm-m를 측정 활동의 단위로 사용한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소수 한 자리 수 알아보기’에서 mm와 cm의 관계 알아보는 

활동이 있으며, ‘소수 두 자리 수 알아보기’에서 cm와 m의 관계를, ‘소수 세 자리 수 

알아보기’에서 m와 km의 관계를 알아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단위의 환산은 

주로 차시의 맨 마지막 활동으로 응용문제로써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dm(데시미터, 

m )를 도입하여 mm-cm-dm-m 각 사이가 모두 10배가 

되는 관계를 만들고 소수 도입의 주요 활동인 길이를 측정하는 활동의 단위로 사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Mathematics in Context 교과서에서도 mm-cm-dm-m 측정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Gravemeijer 외, 1997), 일본교과서도 소수 첫째자리 개념 지도를 위해 dL를 사용하

고 있다. 이 단위체계를 사용하면 수직선 모델에 적용하여 0.1, 0.01, 0.001 사이의 배 관계

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 자연수와 소수를 함께 다룬다.

Hiebert & Behr(1988)는 아동들이 소수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0

과 자연수, 분수, 소수가 분리되어서 다루어지고, 주어지는 문제 상황도 다르고, 기호체계 

역시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소수를 배울 때 자연수의 개념을 대입하여 오류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많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유 2L와 0.45L를 100칸짜리 눈금에 색칠하게 하고, 2와 0.45를 2.45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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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일의 자리 숫자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의 100배라는 의미는 있

지만 십진기수법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혼소수를 다루고자 한다. 1을 연속적으로 10

등분하는 과정에서 일의 자리부터 소수 셋째짜리까지 10등분하여 얻어지는 관계 즉, 


배, 


배, 


배가 되고 역으로 하면 10배, 100배, 1000배가 됨을 습득할 수 있다. 즉 

자연수의 확장 체계로서의 소수와 십진기수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라. 십진분수와 소수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십진분수와 소수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분할하여 

얻은 각 단위의 측정값을 한 단위로 통일하여 십진분수로 전개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표기

하는 방법으로 소수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m 4dm 8cm 2mm

=1m 


m 


m 


m

=(







)m

=1.482

둘째, 각 자릿값의 이름을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외에 


의 

자리, 


의 자리, 


의 자리라고 명명하는 것을 추가한다. 셋째,  


와 같은 

소수와 십진분수와의 관계는 약속(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으로 

다룬다. 

0.345m = (







)m

=3dm+4cm+5mm

=300mm+40mm+5mm

=345mm=


m

단,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십진분수 전개를 소

수로, 소수를 십진분수 전개로 고치는 과정이 숙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







) = 1.538, 3.479 = (








)와 같이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

다. 또 다른 하나는 mm, cm, dm, m 사이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환산이 능숙하도록 연습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3)  


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이므로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는 통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4

학년 교육과정에는 아직 통분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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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수의 배 관계와 수직선 모델의 사용 원리는 십진기수법적 관점으로 이해시킨다. 

1, 0.1, 0.01, 0.001 사이의 배 관계는 측정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이를 바탕

으로 0.002의 10배는 0.02, 100배는 0.2, 1000배는 2이며, 7의 

배는 0.7, 


배는 0.07, 




배는 0.007이라는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32.745의 10배는 소수로 전개한 

후, 30의 10배, 2의 10배, 0.7의 10배, 0.04의 10배, 0.005의 10배로 분할하여 이해될 수 있

다. 

수직선 모델의 사용 원리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십진분수의 동치류로 이해되고 있

으나, 연구자는 수직선에서 0.345의 위치는 0.3 + 0.04 + 0.005로 분해하여 먼저 0.3을 찾고, 

그 다음 0.04만큼 떨어진 지점을 찾고, 그 다음 0.005만큼 더 떨어진 지점을 찾는 방법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6차 교육과정 및 일본 교과서에서처럼 수직선을 돋보

기로 확대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1과 0.1, 0.01, 0.001의 크기와 배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바. 실생활에서 소수가 사용되는 다양한 양과 모델을 사용한다.

Hiebert(1992)는 소수의 이해력 증진을 위하여 개념이나 연산을 실생활과 연결 지어야 

하며, 아동은 계산결과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응시켜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수직선 모델, 판 모델, 정사각형 모델, km, kg, L, 만원, 천원, 백원, 시

간 등의 모델과 단위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2. 학습·지도안의 구체적 내용

먼저 학습·지도안의 차시별 내용을 <표 1>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차시별 개관을 제

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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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수의 학습․지도안 구성 체계

차시 주제 주요활동 주요개념

1

양팔의 길이는 

정확히 얼마나 

될까?

○‘해’, ‘달’, ‘별’자로 양팔의 길이 

재기

○해, 달, 별 사이의 단위 환산하기

○양팔의 길이를 해 단위로 통일하여 십진

분수 전개로 나타내기

○각 모둠의 양팔의 길이를 비교하기

▪측정수

▪십진기수법

▪십진분수 전개의 

대수 비교

2
우리들의 키는 

몇 미터일까?

○m, dm, cm, mm자로 키 재기

○m, dm, cm, mm 사이의 단위 환산하기

○키를 십진분수 전개로 나타내고, 그것을 

다시 소수로 나타내기

○각 모둠의 키를 소수로 나타내어 비교하

기

○두 소수를 수직선에 표시하여 크기 비교

하기

▪측정수

▪십진기수법

▪소수 표현 도입

▪소수의 대수 비교

▪수직선 표시

3

소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자릿값 알아보기

○m, dm, cm, mm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1, 0.1, 0.01, 0.001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 3.246을 10배하기

▪자릿값 

▪배 소수 

4
 소수를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0.345는 1000분의 몇인지 알아보기

○


는 소수로 얼마인지 알아보기

○0을 포함한 소수를 수직선에 표시하여 

크기 비교하기

▪0을 포함한 소수

▪소수와 분수와의 

관계

▪0을 포함한 소수

의 수직선 표시

5
소수는 어떻게 

쓰일까요? 

○판 블록에 소수 나타내기

○정육면체 블록을 소수로 나타내기

○kg과 g, L와 mL, km와 m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백원, 천원, 만원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시간, 분, 초의 관계 알아보기

▪여러 모델의 활용

▪단위의 환산

▪작용 소수 

가. (1차시) 양팔의 길이는 정확히 얼마나 될까? 

[그림 1]과 같이 임의 단위 막대를 세분할하면서 양팔의 길이를 점차 정교하게 측정한

다. 임의 단위는 해(1단위), 달(


단위), 별(


단위)로 표현한다. ‘해’자, ‘달’자, 

‘별’자는 교사가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며 ‘해’자는 미터(m), ‘달’자는 데시미터(dm), 

‘별’자는 센티미터(cm)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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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차시: 임의단위로 측정하는 장면

   
[그림 2] 1차시: 단위를 환산하고

통일시키는 장면

처음에는 ‘해’자만 주고 측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남은 자투리를 어떻게 하면 좋

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에 학생들이 보다 작은 자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보다 작은 

자는 ‘해’자를 등분해서 만들되 10등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그리고 [그림 2] 와 

같이 상호간의 단위 환산을 충분히 연습한 뒤 단위를 해로 통일하여 십진분수 전개로도 

표현하여 본다. 그 다음 모둠의 양팔의 길이를 모두 십진분수를 전개하여 표로 정리한 다

음 크기를 비교하여 본다. 십진분수 전개를 보고 먼저 크기를 비교하여 보는 이유는 소수 

크기 비교의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 (2차시) 우리들의 키는 몇 미터일까?

2차시에서는 m(미터), dm(데시미터), cm(센티미터), mm(밀리미터)를 도입하여 각 모둠의 

한 사람의 키를 mm까지 측정하여 본다[그림 3]. mm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cm자처럼 구

체적인 물체로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그림 14]과 같이 cm자에 눈금만 표시하여 만들어 측

정할 수 있도록 한다. 

1차시에서와 같이 단위 환산을 충분히 연습한 뒤 단위를 m로 통일하여 십진분수로 전

개한 다음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소수를 도입한다[그림 4]. 다음으로 소수를 보고 크

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여 본다. 그런 후 소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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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차시: mm자로 측정하는 장면

  
[그림 4] 2차시: 소수 도입 장면

 

다. (3차시) 소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3차시는 자릿값과 배 관계를 익히는 차시이다. 미터로 측정된 소수를 십진분수로 전개

하여 보고 소수의 자릿값을 십진분수로 익힌다. 그런 후 0.1, 0.01, 0.001을 십진분수로 도

입한다. 그리고 소수의 자릿값의 명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가지로 제시한다[그림 5]. 

[그림 5] 3차시: 자릿값 익히는 장면

   

[그림 6] 3차시: 소수 전개 장면

십진 분수를 토대로 [그림 6]과 같이 소수 전개를 한다. 소수 전개는 소수의 덧셈과 수

직선 사용의 밑바탕이 된다. 

그런 다음 [그림 7]과 같이 m, dm, cm, mm사이의 관계와 1, 0.1, 0.01, 0.001사이의 관계

를 익힌 후 [그림 8]처럼 소수를 분할하여 소수의 배 관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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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차시: 배 관계 지도 장면

   

[그림 8] 3차시: 소수의 배 관계 지도 장면

라. (4차시)소수를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4차시는 십진분수와 소수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단계이다. 0이 있는 소수를 처음 도입

하여 십진분수로 전개하여 보고 역으로 십진분수 전개를 소수로 나타내어 보는 연습을 한

다. 그리고 동치분수를 십진분수 전개로 이해시킨다[그림 9]. 

[그림 9] 4차시: 0을 포함한 소수와

동치소수 지도 장면

          
[그림 10] 4차시: 소수를

하나의 십진분수로, 하나의

십진분수를 소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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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를 하나의 십진분수로, 하나의 십진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어 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약분과 통분을 배우지 않아 측정의 방법으로 [그림 10]과 같이 다소 어렵게 구성되었

다. 하지만 과정이 유의미하여 보다 논리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후 0을 포함한 소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는 연습을 한다. 

마. (5차시) 소수는 어떻게 쓰일까요?

5차시는 배운 소수 개념을 응용하는 단계로 판 모델, 정사각형 모델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어 보고 역으로 소수를 판 모델로 나타내어 본다. 또한 kg과 g, L와 mL, Km와 m 

그리고 m, dm, cm, mm 사이의 관계 및 단위 환산을 익힌다. 소수를 나타낼 때에는 분수

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자릿값 개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단위 환산을 할 때에도 

분수로써 설명하였다[그림 11]. 

마지막으로 작용 소수로서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만원, 천원, 백원 그리고 시간과 분, 

분과 초와의 관계도 제시하였다[그림 12]. 

[그림 11] 5차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한

소수의 활용 장면

     

[그림 12] 5차시: 돈과 시간의 단위 환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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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수 실험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D초등학교 4학년 학급 중 두 학급을 실험반

(1반)과 비교반(3반)으로 선정하였다. 실험반에는 측정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소수 도입 

단원을, 비교반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소수 도입 단원을 가지고 교수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실험이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2> 교수실험 과정

기간 과정 내용

2010년 4월 4주 사전검사 1학기 중간평가를 사전검사로 대체

2010년 6월 3주 실험반과 비교반 선정 임의의 두 반을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선정

2010년 6월 4주∼5주 실험 수업 총 5차시의 학습지로 실험반에서 수업

2010년 7월 1주 사후검사 실험반과 비교반에 사후검사 실시

실험반(1반)은 연구자의 학급이며 비교반(3반)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되도록 충실하게 

반영하여 지도하도록 담임선생님의 전공이 초등수학교육인 반을 택하였다. 두 집단의 학

생 수는 각각 25, 24명씩이다. 별도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1학기 중간평가로 대체하

였고, 두 집단사이의 동질성 검사를 실행하였다.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서 실험반(1반)과 비교반(3반)의 1

학기 중간평가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실험반(M=75.76, SD=19.41)이 비교반(M=80.67, 

SD=15.18)보다 평균이 4.91점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47)=-.983, 

p=.331>.05).

<표 3> 두 집단의 중간평가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학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p

1학기 

중간평가

실험반 25 75.76 19.41 3.68
-.983 .331

비교반 24 80.67 15.18 3.10

2007 개정 초등수학 교과서 4-1 ‘7. 소수’ 단원이 총 8차시로 구성 되어있으나 단원

평가, 탐구활동, 문제해결, 이야기마당, 놀이마당이 나온 차시를 제외한 5차시를 재구성하

여 실험적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해’자, ‘달’자, 

‘별’자, m자, dm자, cm자, mm자를 이용하여 모둠끼리 직접 측정활동을 하면서 소수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둠 활동은 역할분담을 하여 모든 학생들이 측

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년의 사정으로 사후 평가는 1학기말 평가 이후에 실시하였다. 시험 직전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 실험 수업의 본질적인 의미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사후 평가지는 정성적 분석을 위한 것이다. 사후 평가지는 연구자가 구분한 소수의 개념

들과(측정수, 십진기수법, 배 소수, 비율 소수, 작용 소수) 0이 있는 소수, 동치 소수, 소수

와 분수와의 관계, 수직선 사용 등의 이해 실태를 알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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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념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답형과 해결 방법이나 원리 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형으로 제시하였다.

Ⅴ. 결과 분석

실험적 학습․지도안은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전체적

으로 내용이 어려웠다. 실험에 앞서 1~2차시에 나오는 단위 변환이 학생들에게 어려울 것 

같아 지도안을 구성할 때 고민이 많았으나, [그림 13, 14]와 같이 구체물을 이용하였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쉽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3] ‘해’자(m), ‘달’자(dm), ‘별’자(cm)

[그림 14] mm자

5차시에서 kg과 g, km와 m, L와 mL 사이의 변환 과정은 상위 집단 학생들만 이해하였

고, 하위 집단(9명)은 수업이 끝난 후 보충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만원을 천원으로, 천원

을 만원으로 변환하는 문제는 대체로 쉽게 이해하였으며, 시간을 분으로, 분을 초로 변환

하는 것은 어려워하였다. 

결과 분석은 측정수와 십진기수법, 배 소수, 작용 소수, 0이 들어간 소수와 수직선 사용, 

동치 소수, 소수와 분수 변환을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소수 개념 중 비율 소수는 측정

수와 배 소수에 내포되어 따로 분석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1. 측정수와 십진기수법 이해

측정수로서의 소수 개념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평가 문항은 1, 2번 문항이다[그림 15].

[그림 15] 1, 2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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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번 문항은 10의 거듭제곱으로 한 번씩 세분할 때마다 소수의 자리를 오른쪽 한 칸

씩 이동해야함을, 혹은 반대로 소수의 자리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10의 거

듭제곱으로 한 번씩 세분해야함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1번 문항에서 실험반은 12명, 비교반은 6명이 정답을 하였고, 2번 문항에서 

실험반은 8명, 비교반은 1명이 정답을 하였다. 정답률은 <표 4>와 같다.

<표 4> 측정수와 십진기수법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의 정답률

실험반 (%) 비교반(%)

1번 48.0 25.0

2번 32.0 4.2

실험적 학습․지도안은 기존 교과서와 다르게 측정 활동을 중심으로 소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측정수와 십진기수법적 개념 이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16]에 나

와 있는 것과 같이 2번 문항의 오답을 살펴보면 비교반에서는 0.095라고 답한 학생이 4명, 

0.08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3명, 0.85라고 대답한 학생 1명 있었으며, 실험반 학생들 중에는 

0.85라고 쓴 학생과, 8.5라고 쓴 학생, 0.750이라고 쓴 학생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정답

오답

[그림 16] 2번 문항의 답안 예시

실험 수업 1차시에서 양팔의 길이를 재던 중 한 학생이 질문하였다. 

“선생님, ‘별’자로 다 쟀는데도 또 남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 질문을 반 전체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더니 2∼3명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

다. 

“‘별’자를 다시 열개로 나눠요” 

즉, 측정활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어떠한 양은 무한히 세분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자

연스럽게 습득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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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소수 이해

6번과 7번 문항은 배 소수로써의 개념을 묻는 문항이다[그림 17]. 6번의 경우 현저하지

는 않지만 4가지 하위 문항 모두 실험반이 우수한 정답률을 보였다<표 5>.

[그림 17] 6, 7번 문항

<표 5> 배 소수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의 정답률

실험반(%) 비교반(%)

6-① 60.0 58.3

6-② 76.0 66.7

6-③ 64.0 50.0

6-④ 72.0 66.7

7번 문항의 답안 중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①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옮겨서’라

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개정교과서는 소수의 10배와 


배는 각각 소수점이 어떻

게 옮겨지는지 알아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방식은 당시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⑥

은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므로’와 같은 오

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6을 


배하면 0.6이 되고, 0.7을 

배하면 0.07이 되므로 

0.67이 된다.’와 같이 의도한 답안대로 적은 학생이 없었지만 ‘② 6.7을 10개로 나눈 것 

중 하나가 0.67이어서’와 같이 적은 학생이 배 소수 개념을 가장 잘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작용소수 이해 

실험적 학습․지도안 5차시에는 실생활에서 소수가 사용되는 다양한 양과 모델의 단위 환

산을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단위 환산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그림 18]과 

같고 정답률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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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번 문항

<표 6> 단위 환산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의 정답률

실험반(%) 비교반(%)

① 84.0 62.5
② 44.0 58.3

③ 60.0 37.5
④ 20.0 8.3

⑤ 68.0 29.2
⑥ 32.0 12.5

⑦ 52.0 58.3
⑧ 68.0 41.7

⑨ 28.0 4.2
⑩ 24.0 4.2

①∼⑥의 문항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환산하는 문항인 ①, ③, ⑤

번의 정답률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하는 문항인 ②, ④, ⑥번의 정답률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작용소수로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0.358kg은 몇 g인지 알아보는 문항에서 0.358이라는 소수는 1kg을 1000으로 

나눈 것 중 358임을 이해한다면 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을 것이다. 

실험반의 정답률을 보면 현재 교과서에서 km와 m가 다루어지는 것과 같이 kg과 g, L와 

mL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실험 수업에서 이해

하지 못하여 보충 지도를 했듯이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⑦∼⑩번 문항은 작용소수로서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⑦, ⑧번 문항은 높

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⑨, ⑩번 문항은 정답률이 낮다. ⑦, ⑧번 문항의 소재인 돈은 일

상생활에서 충분히 많이 접하고 십진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반면 ⑨, ⑩번 문항의 소재인 시간은 60진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0을 포함한 소수의 크기 비교와 수직선 사용 

[그림 19]와 같이, 13, 14, 15, 16번 문항들은 0을 포함한 소수 개념을 알아보는 문항이

다. 13번과 16번 문항은 0을 포함한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문항이고, 14, 15번 문항은 수

직선에서 0을 포함한 소수를 찾거나, 0을 포함한 소수를 수직선에 표시한 후 소수를 비교

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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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3, 14, 15, 16번 문항

<표 7>은 정답률을 나타낸다. 1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실험반이 모두 높은 정답률을 보

였다. 13번은 0.011과 0.10을 비교하는 내용의 문항이고, 14, 15번 문항은 수직선과 관련되

어 있고, 16번 문항은 4개의 소수의 크기를 차례대로 쓰는 문항이었다.

<표 7> 0을 포함한 소수의 크기 비교와 수직선 사용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의

정답률

실험반(%) 비교반(%)

13 64.0 83.3
14 44.0 12.5

15 48.0 37.5
16 60.0 37.5

<표 8>에서는 14, 15번 문항의 각각의 소수들을 수직선에서 잘 읽어내고, 수직선에 잘 

표시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14, 15번 문항 전체를 맞은 학생은 실험반 학생이 많고, 일부

분만 맞은 학생은 비교반이 더 많았다. 14번 문항은 수직선에 표시된 소수를 읽어내는 문

제였고, 15번 문항은 소수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문항이었다. 이상하게도 15-0.10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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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14-0.802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0.82라고 적은 학생이 

실험반은 6명, 비교반 15명이었다. 0을 포함한 소수와 관련한 수직선 사용 능력은, 실험반

과 비교반이 수직선에 표시할 때보다 수직선을 읽을 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

과적으로 학생들의 수직선 사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0을 포함한 소수의 이해 정도는 

실험반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수직선 사용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의 정답률

실험반(%) 비교반(%)

14-0.799 12 11

14-0.802 10 3
14-0.811 18 17

15-0.112 15 15
15-0.101 12 14

15-0.11 12 14
15-0.099 13 15

5. 동치소수(0.4=0.40)에 대한 이해

12번 문항은 동치소수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그림 20]. [그림 21]는 비교반

과 실험반이 답한 답안의 예시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①맨 뒤에 0은 생략할 수 있어

서’라고 답하고 있다. ‘④ 0.40에서 0은 의미가 없어서’, ‘⑤ 0.4에서 0만 더 붙이면 

되므로’도 같은 의미로 답한 예이다. 동치분수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답한 것은 ②, 

③, ⑥, ⑦번 예시이다. 실험반은 5명, 비교반은 2명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20] 12번 문항
 

<표 9> 동치소수의 이해를 묻는 문항의 답안 비교

12번 문항의 답 예시 실험반(N=25) 비교반(N=24)

① 맨 뒤에 있는 0은 생략할 수 있어서 13 17

② 0.40은 분수로 나타내면 


이고, 

 0.4도 


이기 때문에

2 0

③ 둘 다 4가 소수 첫째 자리 수이므로 3 1
④ 0.40에서 0은 의미가 없어서 3 0

⑤ 0.4에서 0만 더 붙이면 되므로 0 3
⑥ 자연수부터 비교하면 0은 똑같고 4를 비교하면 똑같아서 0 1

⑦ 그 밖의 오답 1 1
⑧ 무응답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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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실험반

①

③

⑤

⑥

비교반

[그림 21] 12번 문항 답안 예시

[그림 22]의 17번 문항도 동치소수와 관련이 있다. <표 10>의 정답률을 보면, 17-1)-①의 

정답률은 실험반과 비교반이 모두 높지만 17-2)-②의 정답률은 실험반이 21명, 비교반이 6

명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오답을 한 학생의 대부분은 6칸을 색칠하였다.

[그림 22] 17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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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정사각형 모델 사용과 관련된 소수 이해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

실험반(%) 비교반(%)

17-1)-① 92.0 91.7

17-1)-② 84.0 87.5
17-1)-③ 60.0 54.2

17-2)-① 92.0 95.8
17-2)-② 84.0 37.5

17-2)-③ 88.0 83.3

실험 결과 비교반은 0.30에서 0을 생략하여 0.3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0.3

에서 3이 갖는 값의 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유의미한 설명 

없이 0.1과 0.10을 두 수직선에 표시한 후 같은 수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

에게 수직선에 표시된 두 소수가 같은 크기의 수라는 점보다는 ‘약속하기’에서 소수 끝

자리에 있는 0은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실험반은 0.2와 0.20을 비교할 때에  


이고,   




와 같이 십진분수 전개로 

학습하였다. 실험반은  


이므로 


 자리의 값만큼을 6개 색칠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 첫째 자리와 소수 둘째자리의 크기에 대한 감이 보다 정확하게 

길러졌다고 할 수 있다.

6. 소수와 분수의 변환에 대한 이해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번 문항은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변환시키는 

문항이고 11번 문항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그림 23] 10, 11번 문항

비교반이 실험반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인다<표 11>. 교과서는 소수를 분수로, 분수를 소

수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는 ‘분수 




을 소수 0.043라고 쓰고, 영점 영사삼이라고 읽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반면 실

험적 학습․지도안에서는 측정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번 문항에 답한 비

교반과 실험반 학생들이 답한 예시를 살펴보면 각각 [그림 2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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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분수를 소수로 변환시키는 문항의 정답률

실험반(%) 비교반(%)

10-① 92.0 95.8

10-② 80.0 91.7
10-③ 80.0 87.5

10-④ 80.0 91.7

실험반 비교반

[그림 24] 11번 문항 답안 예시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반과 비교반의 답안의 차이는 미미하다. 즉 실험적 

학습․지도안에서 설명한 측정의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학생들에게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교반에는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에는 0을 어떻게 붙이

고, 소수점을 어디에 붙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의 방식, 즉 자연수로 환원해서 다루는 방식은 소수를 분수로, 분수를 소수

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기가 매우 쉽다. 소수와 분수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정의 자

체로 받아들이게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적 학습․지도안을 구성할 때에 이를 유의미하

게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4학년 학생들은 아직 약분과 통분을 배우지 않

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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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으로 실험적 학습․지도안에서 했듯이 측정활동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mm-cm-dm-m 사이의 단위 환산이 충분히 숙달되어야 가능하다. 11

번 문항에 실험반 학생들이 답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실험적 학습․지도안의 방식은 논

리적 관계와 단위 환산이 혼합되어 실험반 학생들에게는 난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소수는 실수를 나타내는 가장 실제적인 기호체계로 실수 개념 이해에 핵심적 역할을 한

다. 많은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 개념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러한 

소수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개념의 본질에 충실한 지도가 이루어져

야 하나 소수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변

희현(2005)에 의하면 이러한 소수 개념 요소들은 측정 활동에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측정 활동을 중심으로 2007 개정 교과서 소수 도입 단원을 측정활동을 

중심으로 실험적 학습․지도안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재구성한 학습 지도안으로 교수 실

험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소수 개념 이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측정활동을 통한 소수 도입 방법은 학생들에게 소수 개념 중 측정수, 십진기수법

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10등분하는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작은 단위로 계

속적으로 등분될 때마다 보다 자세한 측정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불어 이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등분할 때마다 

 

배 된다는 수의 크기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6.7을 

배와 같이 배 소수 개념 지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6.7을 


배 하

면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킨다고 지도하는 교과서의 방법과 6.7=6+0.7로 전개해서 

6과 0.7을 각각 

배 해서 0.6과 0.07을 만들어 더하는 실험적 학습․지도안의 방법이다. 

비교반과 실험반이 모두 비슷한 정답률을 보였다. 교과서의 방식은 간단한 설명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의미하지 않

은 형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험

적 학습․지도안의 방법은 의미 있는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설명 과정이 길기 때문에 학

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작용 소수 개념은 물건을 살 때나 음식들의 양을 잴 때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인다. 

또한 0.6만원이라는 문항에 52%의 정답률을 보인 것과 같이 작용 분수 개념과 함께 초등 

수준에서 배우기 적합한 내용이다.

넷째, 십진분수 전개를 이용한 소수 지도는 자릿값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자릿값 개념이 정착했는지는 0을 포함한 소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알 수 있다. 0을 포함

한 네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 실험반이 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수직선에 표시한 

0을 포함한 소수를 읽을 때에도 실험반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다섯째, 동치 소수는 십진분수 전개로 자연스러우면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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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도할 수 있다. 십진분수 전개로 0.4=0.40을 지도할 경우 더 나아가 0.4=0.400=0.4000…

까지 이해될 수 있다. 

여섯째, 실험적 학습․지도안에서는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예를 들어 

등식 0.37=


의 양방향 변환)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과 이해가 어려웠다. 미터 단위에 의

한 길이 측정치의 변환을 통하여 이 변환 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언뜻 보기에

는 매우 단순한 규칙인 것과는 달리, 학생들은 변환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납

득을 하지만, 나중에 배운 것을 스스로 구성하여 규칙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

다. 나아가 0.37이라는 소수가 


이 37이기도 하지만, 


이 3인 것과 


이 7인 것을 

더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 혹은 0.37=


=


이라는 사실까지 확장시켜 명확히 이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소수를 도입하는 처음부터‘


을 0.37이라고 합니다’와 같

이‘정의’하기 때문에, 0.37=


과 같은 분수와 소수 사이의 변환 관계는 직관적인 이해

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의’의 대상이다. 반면에 실험적 학습․지도안에서는 소수를 측정

수에 입각하여 정의했기 때문에 0.37=


과 같은 관계식은 정의가 아니라 ‘설명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소수 도입 단원을 소재로 하여 측정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따

라서 측정활동을 통한 소수 지도가 소수 개념 이해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하였다. 더 나

아가 측정활동이 주는 소수의 활용 능력에서의 효과성까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측정활동에 기반한 본 연구의 실험적 학습․지도안은 정의의 방법보다는 유의미한 

설명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높다. 이 방법을 상 수준과 하 수준의 학생들로 

나누어 적용시켜 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소수 지도 방법을 수준별로 나누어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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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truction of 'Decimal Fraction' Unit of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and Analysis of Students’ State of Understanding Based on Measurement 

Activity.

Kim, Eun Jung4); & Kang, Heung Kyu5)

In this thesis, we inquire into teaching method of decimal fraction  concept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based on measurement activity. 

For this purpose, our research tasks are as follows:

First, we design a experimental learning-teaching plan of 'decimal fraction' unit in 4th 

grade textbook and verify its effect. Second, after teaching experiment using 

experimental learning-teaching plan, we analyze the student's status of understanding 

about decimal fraction concept. 

 As stated above, we have performed teaching experiment which is ruled by new 

lesson design and analysed the effects of teaching experiment. Through this study,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troduction of decimal fraction based on measurement activity promotes 

student's understanding of measuring number and decimal notation. Second, operator 

concept of decimal fraction is widely used in daily life. Its usage is suitable for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within the decimal notation system. Third, a teaching 

method of times concepts using place value expansion of decimal fraction is more 

meaningful and has less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than mechanical shift of decimal 

point. Fourth, teaching decimal fraction through the decimal expansion helps students 

with understanding of digit 0 contained in decimal fraction, comparing of size and place 

value. Fifth,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onversion process of decimal 

fraction into decimal notation system using measurement activity. It can be done easily 

when fraction is used. However, that is breach to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succeed 

research for this. 

Key words: decimal fraction, measurement activity, positional notation

논문접수: 2014. 03. 15

논문심사: 2014. 04. 11

게재확정: 2014. 04. 29

4) eunjungpd@hanmail.net

5) unitolp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