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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에 관한 교과서 내용 분석

이 대 현 (광주교육대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연결은

중요하다. 개념적인 이해 없이 절차적 지식만을 강조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알고리즘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분수와 가분수의 의미

있는 상호 변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교과서에 제시된 대분수의 정의 방식과 대분수와 가분수

의 상호 변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서에서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과정에서 분

수 모델을 이용한 변환과 덧셈식을 활용한 변환으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대분수와 가

분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과정에서 대분수의 수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이들의 변환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 서 론1)

기록에 따르면 분수는 기원전 2000년경에 바빌로니

아인들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농업과 상업, 문명의 발

달 과정에서 양을 기록할 필요가 대두된 것처럼 생활

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수를 창안한 것으로 보인다

(Baroody & Coslick, 1989). 이를 반영하여 Mic교과서

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활 속에서 카스트로 오일

의 양을 측정하여 수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분수의 도

입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The Mathematics in

Context Development Team, 1997).

예로부터 분수가 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 온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분수

개념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하위

개념이 존재하여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학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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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분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분석한

연구들도 여러 개 제시되고 있다(백선수, 김원경, 2005;

오유경, 2009; 이지영, 2015; 이효진, 2013; 임연주,

2015; 전평국, 박혜경, 2003).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등분할의 개념을 바

탕으로 분수를 도입하여 고학년에서는 분수의 나눗셈

을 지도하는 것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거쳐 분수 개념

과 연산을 다루어오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러한 분

수의 지도 과정에서 강조할 점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

는 일상 경험과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개념적 이해를

이끄는 것과 이렇게 형성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

식간의 연결을 통해 연산 알고리즘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형식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분수를 배우기 전이라도 비

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Mack, 2001). 또 학생들의 경

험과 관련 지식을 적절히 연결하여 분수 연산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이끌 수도 있다(전평국, 박혜경, 2003).

분수에 대한 확고한 개념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

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이용하여 분수의 대소 관계를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다(Reys, Lindquist, Lambdin

& Smith, 2009). 분수에 대한 견고한 개념적 이해는

알고리즘으로 처리되는 절차적 지식에 원리와 의미를

부여하여 관계적 이해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 개념적인 이해가

없이 조급한 기호화와 형식화를 추구하게 되면 분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Empson & Levi, 2011). 따라서 수학에서 개념적 이해

를 바탕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히 하는 것이 절

차적 지식의 숙달에 앞서 요구된다.

분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하여 그 의미에 충실

하도록 구체적이고 비형식적인 표현에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등분할을 경험하고, 구체적인 모델과 언어를 관

련지으며, 언어적 표현을 기호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



이 대 현278

다(Baroody & Coslick, 1998). 이러한 과정으로 도입된

분수 개념은 다른 여러 가지 분수의 도입 과정에서도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유사하게 적용될 필

요가 있다.

대분수와 가분수의 경우에도 분수 모델을 통하여

분수 개념을 학습하는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 즉 등분할 모델에서 각 부분을 세는 활동으로

시작하여 가분수와 대분수의 동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익숙해지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Reys 외 3,

2009; Van De Walle, Karp & Bay-Williams, 2004).

이런 맥락에서는 변환 과정에 대한 기계적인 계산을

서두르거나 강조하지 말고, 변환 과정을 이해할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방식은 대분수와 가분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변환 과정에 대한 절차적 이해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념적 이해 없이 가

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기 위하여 긴 나눗셈을 하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기 위하여 자연수에 분모를 곱

하여 분자를 더하는 것과 같이, 이해 없이 알고리즘만

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한편, 대분수와 가분수는 1이상인 양을 분수로 표현

하는 방법으로, 대분수와 가분수는 분수로 표현된 결

과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분수의 도입 방식은 상호 변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2007개정 교과서에서는 ‘1

과 


을 


’으로 쓰는 것으로 약속하고, 분수 모형을

이용하여 조작적 활동을 통해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과정을 다루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반면에,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1+


을 


’로 쓰는 것으로

약속하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이용하여 대분

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4a).

이 두 가지 방식은 대분수의 정의를 분수 개념의 초기

도입 방식과 유사하게 ‘분수 모델’을 통해 도입하는 방

식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이라는 의미로 도입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에는 장점과 단점이 내

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입 방식의 차이는 대분

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방법뿐만이 아니라, 진분수

의 덧셈 개념의 도입 차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교육과정에 따

라 교과서마다 대분수의 도입 방식과 이에 따라 대분

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마찬

가지로 몇몇 외국의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에 대해 기존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분수와 가

분수와 관련된 일련의 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리즘이 요

구되는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교과서 기술과 교수 방법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분수와 대

분수의 변환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대분수와 가분

수의 변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 교과서

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내용에 대해 분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지도에

대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에 관

한 이론적 탐색

분수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구

체적이고 비형식적인 표현에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비형식적인 경

험을 위하여 학생들은 등분할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등분할은 학생들이 분수를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Post, Behr & Lesh, 1982). 등분할을 통해

학생들이 똑같이 나누어진 각 부분을 확인하고 나면

각 부분을 인식하고 부분을 세게 된다. 예를 들어, 



의 경우에 4개의 부분으로 등분할 된 것인 ‘4분의 1’이

3개 있음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수 도입 방식은 대분수(mixed number)와

가분수(improper fraction)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대분

수와 가분수 학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Reys 외 3,

2009). 예를 들어, 


과 


는 등분할된 모델을 통해

동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먼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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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통해 직관적으로 ‘2와 


’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2와 


은 ‘2+


’과 같다는 것과 


이

2+


을 표기하기로 정한 상징적인 기호임을 알려준다

(Van De Walle 외 2, 2004). 그런 후에 원을 4등분하

면 각각의 원에 


이 4개씩 있고, 따라서 


가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 기술 방식에서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대분

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대분수 


을 ‘2와 


’과

같이 도입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의 장점은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과정에서 분모를 자연수와 곱해

분자에 더한다는 규칙이나,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야

한다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즉 가

능한 많은 모델을 사용하여 대분수와 가분수를 변환하

는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규칙이 익숙해지게 되면 구

체화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서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Reys 외 3, 2009). 그렇

지만 대분수의 원래 의미가 ‘2+


’라는 형식적인 개념

의 의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암묵적으로만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라는 사실로 도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분수가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구성된 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Kouba, Brown, Carpenter,

Lindquist, Silver & Swafford, 1988).

따라서 대분수의 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분수

의 ‘개념적 이해’를 위한 도입과 대분수의 ‘형식적인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시기에 따

라 두 가지 방식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차, 2007개정 교과서에서 


을 ‘2와 


’과

같이 분수 모델을 이용하여 개념적 이해에 기반을 둔

것과 제4차, 제5차, 제6차, 2009개정 교과서에서 ‘2+


’

이라는 형식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 도입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후

에 학습하게 될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방식에

서 분수 모델을 이용하여 각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으

로 변환 결과를 이끌어 내거나, 분수의 덧셈식을 이용

하여 변환을 이끌어 내는 과정과 같이 내용 전개 방식

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교육부, 2014b). 이러한 경향

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변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대분수의 도입과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

환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주별, 학교별 교육과정 구

성에 역할을 하는 미국의 Common Core State

Standard for Mathematics(이하 CCSSM)를 살펴보기

로 한다. 여기서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육과정

해설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Mathematics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에 제시된

CA-CCSSM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이 문서에서는 3학년 과정에서 1보다 큰 분수를 명

시적으로 가분수로 명명하지 않고 그 자체로 수이며,

다른 일반분수를 도입하는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림 1]과 같이 분수 띠와 수직선을 이용하여 도입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1] CA-CCSSM의 가분수 도입(p. 17)

[Fig. 1] Introduction of an improper fraction in

CA-CCSSM(p. 17)

이와 같이 분수 띠와 수직선을 병행하여 여러 가지

분수를 도입하는 방식은 진분수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등분할된 각 부분을 세는 과정으로 가분수와

대분수의 양으로 도입하면서 이를 하나의 수로 인식하

도록 함과 동시에 같은 양을 나타내는 대분수와 가분

수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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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CA-CCSSM의 4학년 과정에서는 이미 학습한 자연

수를 가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대분수가 자연

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약속된 수라는 것을

바탕으로 


=+


=


+


=


로 변환하면서 그 과

정이 기계적이 되지 않게 분수의 의미를 관련짓도록

제시하고 있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연수와 가분

수의 관계, 분수 개념과 연산 개념의 융합적 지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차시별 학습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

영역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미국 교과서의 기술 방식

에 의미가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전개

방식은 교과서에서 각각의 차시와 차시 안의 지도 내

용을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분수 개념과 연산의 지도

내용을 각각 별개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기술 방식과 분수 지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Ⅲ.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간의 상호 변환 내용 분석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개정ㆍ고시에

따라 새로 집필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단

일의 표준 교과서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의 정의 방식과 대분

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내용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

기 위하여 이 내용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수학 교과서

의 전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교과서는 현대화 운동을 반성하며 문제해결을 강조한

제4차 교육과정부터로 한정하였다.

먼저, 대분수의 정의 방식을 살펴보면, 앞 장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 방식이 나타났

다. 먼저 제4차, 제5차, 제6차,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대분수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4차 4-1학기 교과서에서는 수직선을 이

용하여 


의 위치가 1과 


지점과 일치되는 것을 이

용하여 ‘


는 1+


과 같다’고 하였으며, ‘1+


을 


’

이라고 약속하였다(문교부, 1983, p. 59). 또한 현재 사

용 중에 있는 2009개정 3-2학기 교과서에서도 [그림

2]와 같이 1+


을 


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2009 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 정의(교육

부, 2014a, p. 120)

[Fig. 2] The definition of mixed number in the 2009

Revision textbook(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a, p.

120)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대분수를 도입한 것과는

달리, 제7차와 2007개정 교과서에서는 대분수를 [그림

3]과 같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수’로 정의하

고 있다.

[그림 3] 2007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 정의(교육

과학기술부, 2011a, p. 97)

[Fig. 3] The definition of mixed number in the 2007

Revision textbook(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a, p. 120)

두 유형으로 구분된 정의 방식은 Ⅱ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각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등분할을 바탕

으로 한 대분수의 의미 이해의 측면과 대분수의 형식

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호간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표준 단일 교

과서의 단원과 각각의 차시 구성의 특징이 유지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가분수와 대분수의 상호 변환 내용을 살

펴보기로 한다. 가분수와 대분수의 상호 변환 과정은

대분수의 정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대분수

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제시하는 것과 ‘자연수

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수’로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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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과정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었다. 제4차, 제5차, 제6

차,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동분모 덧셈을 이용하여

변환 과정을 다루고 있고, 제7차와 2007개정 교과서에

서는 영역 모델을 활용하여 변환 과정을 탐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따라

유사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제4차와 제5차 교과서에서는 수직선을 이용하여

변환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림 4] 제4차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

(문교부, 1983, p. 60)

[Fig. 4]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the 4th textbook(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1983, p. 60)

제4차 4-1학기 교과서에서는 수직선을 이용하여 



=


+


=1+


=


로, 


=


+


=


로 나타내고 있

다(문교부, 1983). [그림 4]는 제4차 교과서에 제시된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제5차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

(문교부, 1989, p. 86)

[Fig. 5] The converting between an a mixed number

and improper fraction in the 5th textbook’(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1989, p. 86)

제5차 4-1학기 교과서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 의

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이용하여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는 다르게 [그림 5]와 같이

분모를 자연수와 곱해 분자에 더한다는 규칙이나, 분

자를 분모로 나누어야 한다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6] 제6차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

(교육부, 1996, p. 107)

[Fig. 6]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the 6th textbook(The ministry of

Education, 1996, p. 107)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환할

때 이전 교과서와는 달리 수직선을 이용하지 않고 분

수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환할 때에는 


=


+


+


=2+


=


로 변환시키

거나, 또 나누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환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교육부, 1996).

그렇지만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할 때에는 수직선

을 이용하여 대분수의 약속 과정을 이용하여 변환하고,

이를 자연수와 분수를 곱하여 분자를 곱하는 알고리즘

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6).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2009개정

3-2학기 교과서에서는 1+


을 


로 쓰기로 하고, 대

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할 때에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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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의 합으로 나타내어 


=1이므로 


=1+


=


+




=


로 변환하고 있다(교육부, 2014a).

또한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



+


=2+


=


과 같은 과정으로 변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교육부, 2014b). 이러한 과정은 제 4, 5, 6차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그림 7]과 같이 구체적으로 변환의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 내용의 지도 시

기가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제시된 시기와 달리,

3-2학기 과정에서 다루어진다는 특징도 있다.

[그림 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

수와 가분수 변환(교육부, 2014a, p. 120)

[Fig. 7]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the 2009 Revision Curriculum’s

textbook(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a, p. 120)

이상에서 분석한 4개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제시된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과정은 대분수의 도입

방식에 맞추어 대분수가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제

시한다는 사실과 동분모 분수의 덧셈을 활용하여 다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환 방식은 분수의 덧셈

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연산 과정을 통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덧셈

을 이용한 변환에 치중하는 것에 그치게 되면 개념적

이해 없이 기계적인 연산의 과정으로 수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영역 모델을 활용하여 변환 과정을 탐

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제7차와 2007개정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제7차 4-가 교과서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분

수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수로 나타내어지는 영역을 등

분할하여 각 부분을 세어봄으로써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등분할과 등분할된

부분을 세어보는 활동을 통해 대분수를 가분수로 어떻

게 나타내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

다(교육부, 2001; 교육인적자원부, 2005).

[그림 8] 제7차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

1(교육부, 2001, p. 94)

[Fig. 8]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the 7th textbook 1(The ministry

of Education, 2001, p. 94)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여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알고리즘적인 방법을 [그림 9]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9] 제7차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

2(교육부, 2001, p. 95)

[Fig. 9]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the 7th textbook’ 2(The ministry

of Education, 2001,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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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007개정 4-1 교과서에서도 제7차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방법과 유사하게 분수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수로 나타내어지는 영역을 등분할하여

각 부분을 세어봄으로써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분수 모형 활동을 통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알고리즘적인 방법을 학생

들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과정 대신에 대분수와

가분수를 상호 변환하는 방법을 말해 보도록 하여 ‘의

사소통’ 과정을 중시한 특징이 있다. 이런 변환 방식은

분수 도입 초기에 사용한 분수 모델을 활용한 세기 방

법을 통한 개념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분

수가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구성된 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내재되어 있다.

Ⅳ.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

분수간의 상호 변환 내용 분석

이 장에서는 외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

분수의 상호 변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 대상

은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미국의 교과서였다. 먼저

싱가포르 경우 2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2종의 교

과서 모두 4학년 과정에서 길이와 들이 모형을 이용하

여 대분수 


을 1+


로 정의하고, 대분수를 가분수

로 변환할 때에는 4학년 과정에서 분수 모형을 이용하

여 변환하도록 하는 것과 


=


=


+


=




으로 변환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역으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환할 경우에는 


=1, 


=2와 같은 식과

덧셈을 이용하여 


=


+


=1+


=


와 같은 과정으

로 변환하고 있다(Marshall Cavendish Education,

2014; Time Media Private Limited, 2011). 두 교과서

모두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 과정에서 분수 모형을

이용한 변환과 덧셈식을 이용한 변환을 병행하여 활용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0] 싱가포르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Marshall Cavendish Education, 2014, pp. 55-56)

[Fig. 10]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Singapore textbook(Marshall

Cavendish Education, 2014, pp. 55-56)

두 번째로, 홍콩 교과서에서는 3(B) 과정에서 영역

모델(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씩 빗금 치는 활동을 통

해 


=1임을 정의하고 있다(Pan Lloyds Publishers

Ltd., 2013a). 그리고 대분수의 정의는 4학년 과정에서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수(There is a whole

number and a proper fraction)’로 정의하고, 영역 모

델(원)에 대분수를 표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Pan

Lloyds Publishers Ltd., 2013b).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에서는 변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없이 긴 나눗셈(long division)과 식을

이용하여 변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Pan Lloyds

Publishers Ltd., 2013b). 즉 이 교과서에서는 [그림 11]

과 같이 가분수의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몫이 대분수

의 자연수 부분이 되고, 나머지가 진분수의 분자가 된

다는 것을 나눗셈 식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할 때에도 대분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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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부분을 분모와 곱하여 분자에 더해주는 과정을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림 11] 홍콩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

(Pan Lloyds Publishers Ltd., 2013b, p. 13)

[Fig. 11]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Hongkong textbook(Pan Lloyds

Publishers Ltd., 2013b, p. 13)

세 번째로, 핀란드의 교과서에서는 영역 모델(원)을

이용하여 1=


=


=


으로 자연수와 분수 관계를 정

의하고, 같은 학기에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

루어진 수(A number that shows both a whole

number and a fraction)’로 정의한다(Sintonnen,

Uus-Leponiemi, Ilmavirta & Rikala, 2009a). 그리고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4학

년 과정에서 영역 모델(원)을 제시하고 ‘분모를 자연

수와 곱한 값을 분자와 더하기’와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분자로 쓰기’와 같이 알고리즘으로 제

시하고 있다(Sintonnen, Uus-Leponiemi, Ilmavirta &

Rikala, 2009).

[그림 12] 핀란드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

환(Sintonnen, Uus-Leponiemi, Ilmavirta & Rikala, 2009b,

p. 36)

[Fig. 12]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Finland textbook(Sintonnen,

Uus-Leponiemi, Ilmavirta & Rikala, 2009b, p. 36)

마지막으로, 미국 교과서에서는 3학년 과정에서 수

직선을 이용하여 


=1, 


=2임을 정의하고 있다

(Charles et al, 2012a).

[그림 13] 미국 교과서에 나타난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

(Charles et al, 2012a, p. 303)

[Fig. 13] The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in U.S. textbook(Charles et al,

2012a, p. 303)

그리고 대분수는 4학년 과정에서 ‘자연수와 진분수

로 이루어진 수’로 정의하고,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에서는 영역 모델(원)을 이용하여 단위분수만큼 색칠

된 개수를 세거나, 전체로 색칠된 개수를 자연수로 나

타내는 과정으로 상호 변환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Charles et al, 2012b).

이상에서 분석 대상이 된 4개국 교과서의 대분수의

정의에서 싱가포르 교과서는 형식적인 정의 방식을,

나머지 세 나라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수로

정의하고 있다.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에서는 싱가포

르 교과서는 분수 모델과 덧셈식을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고, 홍콩 교과서는 알고리즘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 핀란드 교과서는 영역 모델에 분수를 표현하여 알

고리즘의 적용 과정을 제시하고 있었고, 미국 교과서

는 분수 모델을 이용하여 각 부분을 세는 과정을 통해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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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분수와 가분수간의 상호 변환 내

용 지도를 위한 논의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교과서에 제시된 대

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이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대분수와 가

분수의 변환 과정은 대분수의 정의 방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즉 제4차, 제5차, 제6차, 2009개정 교육과정

의 교과서에서는 ‘1+


를 1


’로 약속하는 반면에, 제

7차와 2007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1과 


를 1


’로 약속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분수

와 가분수의 변환 과정에 차이가 있다. 두 가지 도입

방식은 대분수가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구성된 수

라는 형식적인 약속으로 도입하는 방법과 분수 모델

통해 대분수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전자에 의해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을

다루기 위해서는 


=1이라는 사실과 동분모 분수의

덧셈을 선수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난 후에 덧셈식을

이용하여 대분수와 가분수를 상호 변환한다. 덧붙여

이 방식으로 변환 결과를 알고리즘의 형태로 제시한

교과서는 제5차, 제6차 교과서였다.

후자에 의해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을 다루기 위

해서는 분수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수로 나타내어지는

단위 영역을 등분할하여 단위 분수에 해당되는 각 부

분을 세어봄으로써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시키거나,

역으로 등분할된 분수 모형에 가분수만큼 차례로 색칠

한 후에 전체가 색칠된 모형의 수를 헤아려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환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선수학습

내용으로 동분모 덧셈을 다루지 않아도 된다.

외국의 교과서의 경우에 분석 대상이 된 모든 교과

서에서 1=


=


=


으로 자연수와 분수 관계를 정의

하여 자연수가 가분수로 표현되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대분수와 가분수를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에서 동분모 덧셈을 사전 지식으로 다루지 않은

나라인 홍콩과 핀란드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으

로 제시하고 있고, 동분모 덧셈을 사전 지식으로 다룬

싱가포르는 분수 모델과 덧셈식의 병행하고 있었다.

미국 교과서는 동분모 덧셈을 다루었지만 분수 모델을

통해 세기 과정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분수 개념

지도와 연산 지도가 융합적으로 제시되는 특징을 가지

고 있었다. 이것은 분수의 연산이 분수의 개념적 이해

를 바탕으로 한다는 면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방식에서도 모델을 이용한 변

환과 덧셈식을 이용한 변환 방식의 선택에 유연함을

가지는 장점과 더불어 대분수의 개념적 이해와 수학적

의미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분수의 의미

와 가분수와 대분수의 상호 변환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를 높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자연수와 분수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과정을 명시적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단위량이 되

는 전체를 나타내는 1을 어떤 부분으로 등분할 하는가

에 따라 여러 형태의 가분수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하

는 과정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를 위해서 수직선 모델이나 분수 모형 등을 활용하여

자연수와 같은 가분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는 경

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분수의 도입은 ‘1+


를 1


’로 약속하는 방

법과 ‘1과 


를 1


’로 약속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

하다. 전자는 학문적인 면에서 대분수의 수학적 의미

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과 후자는 분수 모델

을 바탕으로 대분수에 대한 양감과 개념적 의미를 나

타내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이 대분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분수도 하나의 분수이므

로 분수의 초기 도입 방법과 같이 분수 모형을 이용하

여 1과 


를 1


로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

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수 개념과 연산을 별도의 단원

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는 상황에도 적합하다. 그렇지만

대분수에 대한 수학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하여 대분수가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이라는 것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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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하는 과정도 다루

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문제는

우선 분수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다양한 분수 모형이나 수직선 모델을

이용하여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귀납 추론을 통해 원리를

발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분수의 수학적 정의와 더불어 덧셈식을

이용하여 변환 과정도 다루어 두 가지 방법이 상호 보

완적으로 이해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수 연산 지도와 분수 개념 지도가 융합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교과서 내용 체제에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변환 과정에 대한 발견 과정을 자

신의 용어로 말해보도록 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표현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Ⅵ. 결론

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수학적 지식은 많

은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 상호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개념들의 의미에 대

한 명확한 이해가 되는 개념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Chapin, O’Connor & Anderson, 2013). 개념적 이

해를 위해서는 개념이 가지는 형식적 정의뿐만이 아니

라, 개념의 다양한 표현에 기반을 둔 의미의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념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을

이용한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수학

적 지식의 연계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학

의 많은 개념들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념의 이해가 다른 개념의 이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이 아니라, 한 개념의 도입 방식이 다른 유사한 개념

의 도입에 작용하여야 연계성을 가진 학습 지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개념

중에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으로 분류

되는 분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수에는 많은 하위

개념들이 있으면서 상호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단위분수 등은 서로 연관되어

이해해야 할 개념들이다. 특히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

환에서는 대분수와 가분수의 개념과 이들 상호간의 관

련성을 파악하여 다루어야만 한다. 두 유형의 분수의

관련성에 대하여 상호간의 변환은 분수 모델을 활용한

대분수 이해와 형식적 정의에 따라 각각의 방법을 택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분수의

의미 도입과 상호 변환에 대한 여러 교과서 내용을 비

교ㆍ 분석하여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과서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제4차 교

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까지 분

석하였고, 외국의 교과서는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미

국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분수의 정의 방

식에 따라 덧셈식을 이용한 경우로 제4차, 제 5차, 제6

차,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 분수 모형(원

모델)을 이용한 제7차,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서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5차, 제6차 교육과정

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변환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분수의 정의 방식에 따라 분수

모델과 덧셈식을 동시에 이용한 나라와 알고리즘의 적

용 과정을 제시하여 변환한 나라, 그리고 분수 모델을

이용하여 부분을 세는 과정으로 도입한 나라가 있었다.

이 중에서 대분수를 수학적 의미가 분명하도록 정의하

고 분수의 연산을 분수 개념과 같이 다루는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대분수의 개념적 이해와 형식적인 이해

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에 대

한 교육의 시사점으로 대분수를 구성하는 수 구조를

고려하여 자연수를 가분수로 표현하는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대분수의 도입은 분수의 의미에 충실

하도록 분수 모형의 활용과 형식적 정의의 상호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분수 개념과 연산 영역의 내적 연결성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분수와 가분수의 변환에서는 대분수와 가

분수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변환 과정을 학생 스

스로 탐구하여 발견하도록 하고, 알고리즘은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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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귀납적 추론 과정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용어

로 기술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

분수와 가분수의 의미와 변환도 분수의 의미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대분수와 가분수의 의미와 변환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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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extbooks about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an Improper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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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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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 is one of the concepts which are difficult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 many researches 
about fraction were performed in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 In special, fraction has so many 
subordinative concepts-proper fraction, improper fraction, mixed number. We have to concentrate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in teaching of fraction. In this case, a mixed number and improper fraction are 
concepts which can convert respectively. And there are methods that a mixed number and improper 
fraction can be converted. So, it’s needed to analyze the converting methods in textbooks for getting the 
implication of teaching in this areas.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Korean and foreign’s textbooks. I certified the methods-using addition 
expression, using part-whole model in the textbooks. For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I suggested to use 
the fusion of the various part-whole fraction models and addition expression more than the algorithm in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improper fraction. It’s reason that the use of models in 
converting between a mixed number and improper fraction is important for the relation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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