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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의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 지도 내용의 비교ㆍ분석1)

이 대 현 (광주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중요 개

념 중 하나인 분수에 대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것은

분수의 하위 개념의 다양함, 그리고 도입 방식이나 전개

과정의 특징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과 각 나라의 개념

도입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분수

학습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이다. 분석 결과, 분수 도입 상

황은 5개 나라 교과서 모두 부분-전체(영역)로 도입하였지

만, 수직선 활용이나 대분수 정의와 가분수-대분수 간의

변환 방식, 이산량을 다루는 것의 여부, 동치분수 구하는

방법, 분수 크기비교의 배열 순서와 같은 내용의 구성이나

선정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분수 도입상황의 재고, 분수 도입 시

수직선의 활용 문제, 내용의 유형화와 분절화의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I. 서 론

생활 속에서 가축이나 사람의 수를 헤아리기 위해

자연수가 사용되었듯이, 분수는 주어진 단위의 정수배

로 물건의 길이나 무게가 측정되지 않을 때 수를 확장

할 필요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김용태, 2011).

이를 반영하여 미국수학교사협의회가 여러 책에서 제

시한(NCTM, 1989; 1995; 2000 등) 수학교육이 지향하

는 방향으로 집필된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인 Mic 교

과서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일터에서 생산한 오일

의 양을 나타낼 때 자연수로 표현할 수 없는 양을 나

타내기 위해 분수를 사용했던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The Mathematics in Context Development

Tea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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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2000

년 경인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분수를 이용하였다고 한

다(Baroody & Coslick, 1998; NCTM, 1989). 그리고

린드 파피루스에 신관서체로 기록된 단위 분수는 이집

트 분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김용태,

2011; Eves, 1953). 이집트 수학에서 분수는 측정 과정

에서 넓이 단위를 몇 개로 나누는 상황에서 분수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면에서 측정 상황에서 비롯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서동엽, 2005; 안재구,

2000).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현재 사

용하고 있는 분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분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수의 하위 개념에 대하

여 강흥규(2005)는 분수 모델뿐만이 아니라 분수 개념

까지를 분수 의미에 포함시켜 제시하고, 분수 개념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분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눗셈, 비, 작용소를 제시하였고, 분수를 나타내는 모

델로 분배, 전체-부분, 측정 활동, 비교, 측정수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다른 수학교육 각론서에 제시된 분

수 의미로는 Reys, Lindquist, Lambdin &

Smith(2009)는 부분-전체, 몫, 비로 제시하고 있고,

Baroody & Coslick(1998)은 부분-전체, 몫, 비, 연산자

로 제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각론서 중에 김성준

외(2013)는 전체-부분, 몫, 비, 측정(양), 연산자로, 이

대현(2013)은 등분할(부분-전체), 양(측정), 몫, 비, 연

산자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에서는 분수의 의미로 등분할, 나눗셈의 몫, 비율을 제

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국내ㆍ외 각론서와 교육과

정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분수의 의미에서 서로 유사성

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분수 의미의 차이와 더불어, 분수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진분수를 이용하여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

만 분수 도입 방법이나 시기, 사용하는 모델 등에서는

각 나라 간에 차이가 있으며, 단위분수, 가분수와 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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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동치분수, 분수의 크기 비교 등에서도 강조하는 부

분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분수의 다양한 하위 개념은

나라마다 도입 학년에서 차이가 있으며, 학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도입 방식이나 전개

과정에서도 각 나라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 나라 간의 분수 도입 차이의 한 예시로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부분-전체 모델 중 영역 모델을 바탕으

로 분수를 도입하고, 학기를 달리하여 이산량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2(上)에서

부분-전체 모델로 분수를 도입하고(藤井斉亮 ほか 41,

2013a), 3(下)에서 길이(m)와 들이(L)를 이용한 측정

모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도입하고 있다(藤井斉亮

ほか 41, 2013b). 그런데 분수 개념의 도입 과정에 이

용된 모델은 이 후에 도입되는 분수의 사칙계산과 같

은 내용의 지도에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예를 든 일본의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이 분수 도입

시 이용한 ‘부분-전체’ 모델과 ‘측정’ 모델을 함께 활용

하여 곱셈의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 


× 


의 계산 방법

[Fig. 1] The method of computation of 


× 



또한 대분수의 정의 방식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이대현, 2016). 예를 들면 대분수의 정의는 ‘1+




를 1


’로 약속하는 방법과 ‘1과 


를 1


’로 약속

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는 전자를, 미국 교과서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한편, 그간 수학교육 연구에서 각 나라 간의 교육과

정이나 교과서 비교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나라간 교육과정을 비교ㆍ분석한 연구들은

각 국가 간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비

교ㆍ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예: 곽영순, 2014;

김지원, 박교식, 이정은, 2014; 안지영, 전영주, 윤마병,

이종학, 2014 등). 그리고 나라간 교과서를 비교ㆍ분석

한 연구들은 특정 학년의 교육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거

나, 특정 단원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왔다(예: 강현

석, 2016; 김정화 2014; 최근배, 2015; 최민아, 2014 등).

이러한 국가 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들

은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유의미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한 연구 영역이다. 또한

분수와 같이 다양한 하위 개념과 다양한 모델이 존재

할 뿐만이 아니라, 내용 전개 방식이나 도입 시기 등

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학습 내용에 대

해서는 각 나라의 학습 내용과 전개 방식을 비교ㆍ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유의미한 학습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

앞에서 진술한 몇 가지 예시와 같이, 각 나라마다

분수 하위 개념의 도입 시기나 방식 등의 차이는 상호

간 비교ㆍ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분수 하위 개

념의 다양함과 도입 방식, 전개 과정의 차이에 비추어

각각의 개념을 다루는 시기나 방법 및 모델에서 각 나

라간 차이를 비교ㆍ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 나

라의 도입 방식의 장ㆍ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인 분수를 유의미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분수 학습

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

란드의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지도 내용을 비교ㆍ

분석하고자 한다. 각 나라의 교과서 내용의 비교ㆍ분

석에서는 분수 내용의 특징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도입

시기나 방법, 모델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 결과를 통해 교과서 집필과 같은 학습 자료 개발이

나 교실 현장에서 분수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Ⅱ. 분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학생 스스로 학습 내

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수는 여전히 학생들

에게 어렵고 도전적인 주제이다. 그것은 분수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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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어린 아이는 아래 그림과 같은 어두운 부분을

‘반의 반’이라고 답을 하지만, 분수를 배운 아이들은 분

수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답하는 경우에서 알 수 있

다(Empson & Levi, 2011).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분수의 다양한 의미 존재

와 이미 학습한 자연수 연산이 분수 연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분수 학습 내용이 분수의 생성 배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분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점, 분수 학습 자료도 아이들의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

는 점, 부분-전체 모델 중심의 형식적인 분수 지도와

같은 교수학적 문제와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김성준

외, 2013)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문제로 분수를

배우기 전이라도 어린 아이들은 분수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관한 자연

스러운 양의 개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형식적인 분

수지도 방법의 문제를 들 수 있다(Empson & Levi,

2011).

학생들이 분수를 배우기 전이라도 분수에 대한 개

념적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현실 상황에

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인 균등 분배나 몫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수 개념을 형성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면에서 분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분수 개념의 발생적 맥락을 고

려할 필요가 있는데, 분수 개념은 측정 상황에서 생활

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한다(서동엽, 2005). 이러한 발생적 맥락에서 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수학적 개념의 발달 과정을

수학 학습의 바탕에 놓음으로써, 수학적 개념의 발생

과정을 통해 수학화 과정으로 학습을 전개하자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분수지도의 경우에도 분수의 발생적 맥

락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학습을 전개하여 삶의 필요

에 의해 분수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게 하자는 것이

다.

한편, 분수 개념에 대한 국가 간 교육과정이나 교과

서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각 나라 간에 분수 내

용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 체제, 교과서 분수 내용의

도입 맥락, 전개 과정, 방식, 교과서에 이용된 분수 모

델이나 표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창우

(2017)는 한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분수 관련 교육

과정 내용과 교과서에 관련 내용의 도입 시점, 도입

상황, 지도 소재, 지도 모델, 지도 계열 등을 비교ㆍ분

석하였다. 그 결과로, 세 나라 모두 등분할로 분수를

도입한다는 공통점과 분수의 크기 비교와 동치분수에

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 비해 상당히 고

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차이점 등을 제시하였다.

원솔희(2016)는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라 발행된 교과서, 미국 1종, 일본 1종 등 모두 3종의

초등 수학 교과서의 분수 영역에 대한 내용을 교수단

위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뒤, 그 내용

간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분수지도 내용 제

시 순서를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

며, 분수지도 내용의 선택은 교수학적 필요에 따라 변

동적이라는 것과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 전개가 분수

영역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에 미국, 일본의 교과서에

비해 적절하다고 분석하였다.

박은희(2007)는 한국과 싱가포르 수학 교과서에 분

수의 교육과정 및 지도 계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와 두 나라의 수학 교과서에서 분수의 전반적인 내

용 전개 방식과 학습 내용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교과서가 학습자 위주의 상세한

학습 내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학습 내용이 지나

치게 세분화, 심화되어 있어 학습량의 적절성 측면에

내용의 통합 및 삭감이 필요함과 교과서 활동이 학습

자의 탐구를 촉진하려고 하나 실제적 탐구 과정이 이

루어지지 않으므로 질문에 대한 수정 및 전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배(2015)는 한국과 미국(Harcourt Math)의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분수 도입과 연산을 중심으로 비교ㆍ

분석하였는데, 그 중 한 예로 여러 가지 분수에 대하

여 우리나라는 분수를 분류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진 반

면에, 미국은 분수를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강흥규(2005)는 Dewey의 경험주의 이론에 따라 집

필된 McLellan과 Freudenthal의 현실주의 수학교육론

에 따라 집필된 MiC교과서, 그리고 우리나라 7차 수학

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고 교수학적

비추어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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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하다기보다는 통합적이고 상보적인 관점에서 해석

하고, 세 교재의 장점을 취하는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지영, 방정숙, 서은미 김경훈(2017)은 한국과 싱가

포르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의 덧셈 관

련 시각적 표현에 대해 비교ㆍ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분수의 덧셈과 관련

된 내용인 동치분수,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덧셈의

지도 계열 및 지도 시기를 살펴보고 이분모 분수 덧셈

의 핵심 아이디어인 전체 단위의 고정성, 공통 측정

단위의 필요성, 재귀적 분할과 이분모 분수 덧셈의 알

고리즘의 연결과 관련하여 시각적 표현이 어떻게 제시

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

비해 싱가포르 교과서는 분수의 덧셈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하

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분수

덧셈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하였다.

임재훈, 김수미, 박교식(2005)은 남북한, 중국, 일본

의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의

도입 방법을 비교ㆍ분석하여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 도

입을 위한 교재 구성 및 학습 지도의 개선 방향을 제

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수의 역수의 의미와 제수

의 역수를 곱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주제별로 분절되어 다루어지는 나눗셈 내용의 단원 구

성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분수 지도에 유의미

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나라간의 분수지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나라 간 분수 내용 전개의 특징적인 면

을 상호 비교하여 교수학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데 유용하다. 또한 현 시점에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 중에 있다. 2018년에

는 분수 내용이 도입되는 3학년 과정과 4학년 과정이

집필되어 현장에 적용되어졌다. 그리고 분수 연산이

다루어지는 5, 6학년 교과서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분수 지도와 교과서 개발에 유의미한 시사점

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각 나라

의 분수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구성 체계 등

의 특징을 비교ㆍ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 개발

에서는 충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집

필 내용에 대한 여러 나라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

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진호, 권나영(편). 2017). 이러

한 측면에서 여러 나라의 분수에 관한 내용의 학년별

도입 시기나 방법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은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분수지도 방법에 정보

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미래의 새로운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도 발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수 지

도에 시사점 제공과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수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내용별

지도 시기. 분수 도입 상황뿐만이 아니라, 분수 하위

개념별 도입 상황과 방법 등에 대해 몇 개의 주요 나

라에 대한 폭 넓은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분수는 여러 가지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고, 각 나

라별로 이를 제시하는 학년 수준이나 내용, 방법 면에

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

본, 싱가포르, 미국과 핀란드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 내

용을 분석하였다. 각 나라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하는 이유는 각 나라 간에 내용의 도입 시기나 방

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는 가운데

교수ㆍ학습 과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경미, 2010; 이대현, 2017). 다음 [표 1]～

[표 5]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각 나라 교과서

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 한국

교과서 명 단원 출처

수학 3-1 6 교육부(2018a)

수학 3-2 4 교육부(2018b)

수학 5-1 4 교육부(2018c)

수학 6-1 1, 4 교육부(2018d)

[표 1] 한국의 분석 대상 교과서

[Table 1] Textbooks for an analysis-Korea

한국 교과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였다. 2018년 3월 현재, 분석 대상인 2015 개정

교과서는 3-1학기 교과서만이 출판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과 나머지 교과서들은 이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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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학기: 3-4학년군 수학 심의본)이 되었거나, 현장

검토의 과정(5-1, 6-1: 5-6학년군 수학 현장 검토본)을

거치는 중이므로 가장 최근에 집필중인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 일본

교과서 명 단원 출처

新しい 算數 2上 11 藤井斉亮 ほか (2013a)

新しい 算數 3下 14 藤井斉亮 ほか (2013b)

新しい 算數 4下 12 藤井斉亮 ほか (2013c)

新しい 算數 5上 8 藤井斉亮 ほか (2013d)

新しい 算數 5下 10, 12 藤井斉亮 ほか (2013e)

[표 2] 일본의 분석 대상 교과서

[Table 2] Textbooks for an analysis-Japan

일본의 교과서는 2013년에 발행된 新しい 算數 교

과서였다. 이 교과서는 초등학교 1-6학년용으로 東京

書籍이 발행한 교과서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

러 출판사에서 제작한 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에서 선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그 중 한 교과서인 것이다.

국가: 싱가포르

교과서 명 단원 출처

Shap i ng

Maths 2B
6

Collars, Lee, Hoe & Seng

(2014a)

Shap i ng

Maths 3B
4

Collars, Lee, Hoe & Seng

(2014b)

Shap i ng

Maths 4A
3

Collars, Lee, Hoe, Leng &

Seng (2014a)

Shap i ng

Maths 5A
3

Collars, Lee, Hoe, Leng &

Seng (2014b)

Shap i ng

Maths 6A
4

Collars, Lee, Hoe, Leng &

Seng (2014c)

[표 3] 싱가포르의 분석 대상 교과서

[Table 3] Textbooks for an analysis-Singapore

싱가포르의 교과서는 2014년에 Shaping Maths라는

2) 일본은 최근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교과

서를 집필 중에 있어서, 이 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선정한 것이다.

이름으로 발행된 교과서였다. 싱가포르는 여러 교과서

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단원 구성은 거의 유사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한 교과서인

Shaping Maths 시리즈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국가: 미국

교과서 명 단원 출처

McGraw-Hill’s

math, grade 1
9 McGraw-Hill (2013a)

McGraw-Hill’s

math, grade 2
12 McGraw-Hill (2013b)

e n V i s i o n

MATH, grade 3

common core

9, 10 Charles et al. (2012a)

e n V i s i o n

MATH, grade 4

common core

11, 12,

13
Charles et al (2012b)

e n V i s i o n

MATH grade 5

common core

9, 10,

11
Charles et al. (2012c)

Mathematics-

common core,

teacher’s edition

5 Charles et al .(2011)

[표 4] 미국의 분석 대상 교과서

[Table 4] Textbooks for an analysis-U.S.A.

미국 교과서에서 1-2학년은 McGraw-Hil에서 출판

한 교과서, 3-6학년은 Pearson Education에서 출판한

교과서였다. 이들 교과서는 미국의 Common Core

State Standards-Mathematics(이하 CCSSM)의 규준

에 맞추어 출판된 교과서로, 미국이 주별로 교육 내용

을 선정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교사, 연구자, 고등 교육자,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에 발표한 것이 CCSSM이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이 규준은

많은 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이후에 출판된 교과서

들은 CCSSM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연구에 이용된 교과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

율이 높은 출판사가 발행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인 1-2학년 교과서와 4-6교과서의

출처가 다르지만, 분수는 3-6학년에 제시되어 있고, 분

석 대상 교과서 모두 CCSSM을 따라 집필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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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용 분석에서 차이는 없다.

국가: 핀란드

교과서 명 단원 출처

Laskutaito in

English 3B
2

Sintonen, Uus-Leponiemi,

Ilmavirta, Ilmavirta &

Rikala (2009a)

Laskutaito in

English 4B
2

Sintonen, Uus-Leponiemi,

Ilmavirta, Ilmavirta &

Rikala (2009b)

Laskutaito in

English 5B
1

Koivisto, Salonen,

Sintonen, Uus-Leponiemi,

Ilmavirta & Ilmavirta

(2007)

Laskutaito in

English 6B
1, 3

Koivisto, Salonen,

Sintonen, Uus-Leponiemi,

Ilmavirta & Ilmavirta

(2006)

[표 5] 핀란드의 분석 대상 교과서

[Table 5] Textbooks for an analysis-Finland

핀란드 교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출판되

기도 한 Laskutaito 교과서였다. OECD에서 주관하는

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과는 달리, 수학의 흥미와 유용성 인식과 같은 정의

적 영역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핀란드는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이면서 수학교육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핀란드

의 초ㆍ중학교 교과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박수진,

2017).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소개한 5개 나라의 교과서

를 활용하여 분수 영역에 대한 분석 틀을 설정하여 내

용 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분수

지도 내용의 특징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근배(2015),

이대현(2017) 등에서 분석에 초점을 둔 내용을 바탕으

로 구성하였다. 즉, 분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별 지도

시기, 분수의 도입 상황,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와

대분수와 같은 여러 가지 분수 개념 도입과 가분수와

대분수의 상호 변환 방법, 분수의 하위 개념별(부분과

전체, 측정, 비, 몫) 도입 시기와 차이, 동치분수의 도

입 시기와 방법, 약분과 통분, 그리고 분수의 크기 비

교의 시기와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분

석 내용에 대한 주안점은 [표 6]과 같다.

분석 내용 분석의 주안점

분수 내용별

지도 시기

•분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시

기에, 어떤 순서로 제시되고 있

는가?

분수의 도입

상황

•분수가 도입되는 상황은 어떤 상

황을 이용하는가?

여러 가지 분

수 개념 도입

과 변환 방법

•단위분수, 진분수, 대분수, 가분수

의 도입 시기, 방법은 어떠한가?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 방법은

어떠한가?

분수의 하위

개념별 도입

시기와 상황

•분수의 하위 개념(부분과 전체,

측정, 비, 몫)별로 지도 시기와

도입 방법은 어떠한가?

동치분수의

도입

•동치분수의 도입 시기와 차이는

무엇인가?

약분, 통분
•약분과 통분은 어떤 방법으로 다

루고 있는가?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크기 비교의 제시 순서와

방법은 어떠한가?

[표 6] 분석의 주안점

[Table 6] Focus of analysis

Ⅳ. 분석 결과

1. 분수 내용별 지도 시기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분

수지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순서로 제시되었는가

를 분석하였다. <부록>에는 분수 내용에 대해 각 나라

별 주요 지도내용을 나타내었다3). 각 내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5개 나라

교과서 모두 부분-전체(영역)로 분수를 도입하는 공통

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등분할 과정을 별

도로 다루지 않고 분수를 바로 도입하는 것을 제외하

고, 4개 나라 모두 등분할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CCSSM에서 등분할 과정을

기하 영역에서 다루고 있기에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3) 분석 내용이 방대하여 부록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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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분수 도입 상황

한 국
영역을 등분할하고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의 1을 

로 약속, 


도입

일 본
색종이를 등분할하고, 같은 크기의 2개

중 1부분을 

로 약속

싱가포르
색종이를 등분할하고, 색칠된 부분을




, 

로 약속

미 국
영역을 등분할하고, 전체의 같은 부분

을 가리키는 기호로 분수 

을 약속

핀란드
영역을 등분할하고, 색칠된 부분을 분

수

로 약속

[표 7] 분수 도입 상황

[Table 7] The context of introducing

1-2학년 기하 단원에서 등분할을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분수 도입 학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2학

년이었고, 나머지 3개 나라는 3학년이라는 차이가 있

었다.

둘째, ‘분모, 분자’ 용어를 분수 정의와 동시에 제시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분수 용어의 도입과 함께 정

의한 나라는 한국, 미국, 핀란드였고, 일본과 싱가포르

는 학년을 달리하여 제시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분수 개념을 2학년 과정에서 간단히 도입하고 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모든 나라는 처음에 부분-전체 모델 중에서

영역으로 분수를 도입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다루는

하위 개념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루는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나라의 교과

서에서 다루고 있는 분수 유형에서 5개 나라 모두가

다루는 유형은 부분-전체(영역)이었으며, 부분-전체(이

산량)과 비의 분수를 다루는 나라는 한국, 싱가포르,

미국이었다. 일본은 측정(m, L)을 강조하여 다루는 특

징이 있었다. 그리고 핀란드만은 몫의 분수를 다루지

않았으며, 다루는 개념도 부분-전체(영역)과 비의 분수

뿐이었다. 각 개념의 도입시기와 특징은 4절에서 다루

기로 한다.

넷째, 내용 제시 순서의 특징으로는 한국과 일본 싱

가포르는 학습 내용의 제시가 학년간, 단원간 명확하

게 구분이 되어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사한 개념들은 개별

주제에 무관하게 같은 단원에 배열하는 특징이 있었다.

예를 들면, 분수의 크기의 경우에 동분모 분수와 이분

모 분수의 크기 비교를 구분하지 않고, 


과 


을 1

에서 


과 


만큼 떨어진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것

과 같이 특정 형태의 이분모 분수를 통분의 개념을 이

용하지 않고, 분수의 개념에 비추어 동분모 분수의 크

기 비교와 같은 단원에 배열하는 특징이 있었다. 핀란

드의 경우에도 학년마다 이 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

을 반복하여 복습하도록 제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다섯째, 분수를 하나의 수로 인식하고 이를 수직선

에 나타냄으로써 분수 개념을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수직선 위에 분수’를 제시하는 면에서 살펴보면, 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 교과서는 분수를 수직선 위의

수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수직선을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과 같은 내용의 제시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

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분수의 수 개념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영역 모델과 더불어 수

직선을 제시하거나(교육부, 2018a), 분수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 분수를 나타내는 도구로만 제시되어 있었

다(교육부, 2018b).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분수지도 내용

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습

주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되므로 학습 내용 간 분

절화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 교과서에서는 유

사한 개념을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수 지도에 수직선

을 적극 도입하여 분수를 하나의 수로 인식하고, 분수

의 수 개념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분수의 도입 상황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분

수 도입 상황을 분석하였다. [표 7]은 각 나라별로 분

수의 도입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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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여러 가지 분수의 도입

한 국

•단위분수(3-1)→진분수, 가분수, 대분

수(개)(3-2)

•변환(3-2): 모델을 활용하여 변환

일 본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개→형)(4-2)

•변환(4-2): 알고리즘

싱가포르
•대분수(형), 가분수(4-1)

•변환(4-1): 알고리즘

미 국
•단위분수, 대분수(개)(3)→가분수(4)

•변환(4): 모델을 활용하여 변환

핀란드
•대분수(개)(3-2)→가분수(4-2)

•변환(4-2): 알고리즘

[표 8] 여러 가지 분수 도입

[Table 8] The introducing of various fraction

[한국-교육부, 2018a, p. 115]

[일본-藤井斉亮 ほか, 2013a, p. 106]

[싱가포르-Collars, Lee, Hoe & Seng, 2014a, p. 90]

[미국-Charles et al., 2012a, p. 224]

[핀란드-Sintonen, Uus-Leponiemi, Ilmavirta, lmavirta &

Rikala, 2009a, p. 24]

[그림 2] 각 나라의 분수 도입 상황

[Fig. 2] The context of introducing by countries

분수 도입 상황은 [그림 2]와 같이 모든 나라가 등

분할을 통해 부분-전체의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단지 일본과 싱가포르는 구체물을 이용하여 등분할하

는 과정으로 도입을 하였고, 나머지 나라의 교과서에

서는 도형 영역을 등분할하여 분수를 도입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분수의 도입 차시에서 단위분수만으로 분수를

정의한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이었으며, 한국과

핀란드는 진분수도 같이 제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분수의 도입 맥락에서는 모두 부분-전체(영역)로 분

수를 도입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주어진 단위

의 정수배로 길이가 측정되지 않을 때 분수를 도입하

는 맥락을 교수 학습 상황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분배 상황의

맥락도 형식적인 분수지도와 더불어 경험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3. 여러 가지 분수 개념 도입과 변환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여

러 가지 분수 용어(진분수, 단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의 도입 과정과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 방식을 분석

하였다.

먼저 분수 용어에서 ‘단위분수’ 용어를 도입한 나라

는 한국과 미국이었고, 한국은 크기 비교를 위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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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한 반면에, 미국은 분수 개념 도입 과정과 기

준 분수로 단위분수를 적극 활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가분수와 대분수를 같은 단원에서 다루는

나라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였고, 미국과 핀란드는 학

년을 달리하여 다루고 있었다. 대분수의 정의 방식에

서는 ‘1과 


을 


’로 약속하는 것과 같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로 정한 나라는 한국, 미국, 핀

란드였고, ‘ 1+


을 


’로 약속하는 것과 같이 형식

적으로 약속한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일본은 두 가

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에서는 모델을 활용하

여 분수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

시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었고, 나머지 나라는 모두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정의 방식과 변환에서 한국과 미국과 같이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개념적으로 대분수를 도입하는

나라는 알고리즘 대신 모델을 사용하여 대분수와 가분

수를 변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와 같

이 형식적으로 대분수를 도입하는 나라는 알고리즘으

로 변환을 다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핀란드의 경우에

는 정의 방식과 변환 방법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분수에서는 대분수의 정의 방식과 가분

수와 대분수의 변환 방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 대분수 정의 방식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에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을 교대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대분수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어느 한

가지 방식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에 따라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 방법의 지도도 개념적 이해를 통한 알

고리즘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분수의 하위 개념별 도입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분

수의 하위 개념별 도입 내용과 어떤 순서로 제시되었

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은 부분-전체(영역)→이산량, 길이→몫의

분수, 비의 분수의 순이었고, 일본은 부분-전체(영역)

→측정(m, L)→몫의 분수의 순이었다. 싱가포르는 부

분-전체(영역)→부분-전체(이산량)→몫의 분수→ 비의

분수의 순이었고, 미국은 부분-전체(영역, 이산량, 길

이)→몫의 분수→비의 분수 순이었으며, 핀란드는 부분

-전체(영역)→비의 분수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영역과 이산량의 경우에 동시에 다루는

미국과 학기나 학년을 달리하여 다루는 한국, 싱가포

르, 그리고 이산량 분수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

본과 핀란드의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길이

단위(m)와 들이 단위(L)를 측정 모델에서 활용하는 특

징이 있었고, 이를 여러 가지 분수 도입이나 변환에도

적극 활용하는 특징이 있었다([그림 1]) 참고).

국 가 분수의 하위 개념별 도입

한 국
•부분-전체(영역)(3-1)→부분-전체(이

산량, 길이)(3-2)→몫, 비(6-1)

일 본
•부분-전체(영역)(2-1)→측정(m,

L)(3-2)→몫(5-1)

싱가포

르

•부분-전체(영역)(2-2)→부분-전체(이산

량)(4-1)→몫의 분수(5-1)→ 비의 분수

(6-1)

미 국
•부분-전체(영역, 이산량, 길이)(3)→몫

의 분수(5)→비의 분수(6)

핀란드 •부분-전체(영역)(3-2)→비의 분수(6-2)

[표 9] 분수의 하위 개념 별 도입

[Table 9] The introducing of fraction

분수의 하위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부분-전체

(영역) 모델로 분수를 도입한 후에 이산량 분수를 도

입하고 있다. 이산량의 경우에는 낱개의 모임을 하나

의 전체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등분할

한 각각이 영역 모델에서 각 부분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산량 분수를 도입

할 때에는 ‘등분할-세기-용어와 기호 도입’과 같은 과

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입한 교

과서는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에서 이를 위한 교수학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5. 동치분수의 도입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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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동치분수

한 국
•크기가 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모델, 알고리즘)(5-1)

일 본
•크기가 같은 분수(4-2)→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모델, 알고리즘)(5-2)

싱가포르
•크기가 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모델, 알고리즘)(3-2)

미 국

•크기가 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모델, 알고리즘)(3)→크기가

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

(모델, 알고리즘)(4)→크기가 같은 분

수,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알고리

즘)(5)

핀란드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같다.(6)

[표 10] 동치분수의 도입

[Table 10] The introducing of equivalent fraction

치분수 관련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크기가 같은 분

수를 도입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은 핀

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나라는 동일하였다. 그리

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도 먼저 모델로 크

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과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은 크기의 분수를 가진다.’

는 것을 명시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에

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은 크

기를 갖는다.’라는 사실만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싱가포르는 크기가 같은 분수와 크기

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을 한 학기에만 다루는 반

면에, 일본과 미국 교과서에서는 학년을 달리하며 제

시하였고, 특히 미국 교과서에서는 나선형으로 이 과

정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특징이 있었다.

동치분수의 지도에서는 크기가 같은 분수의 의미,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가 중심이 된다. 이 내용은

통분이나 약분,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위한 선

수학습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분수를 다양한 기호

로 표현할 수 있다는 분수의 개념적 측면에서도 중요

하다. 따라서 학습 내용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 탐구를 통한 개념적 의미 형성에 초점을 두고 다

룰 필요가 있다.

6. 약분과 통분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약

분과 통분 내용을 분석하였다. 약분과 통분에서는 싱

가포르가 통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반면에, 나

머지 4개 나라는 약분과 통분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

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

기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두 분수의 동치분수를 구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만 통분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다루

고 있었다.

약분을 하고 ‘기약분수’를 제시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나라가 제시하였다4). 통분을 다

루는 나라 중에서 통분 방법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에

는 두 분수의 동치분수를 구하여 분모가 같은 것을 통

분하는 과정,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하여 통분하는 과정,

최소공배수를 이용하여 통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었

다. 반면에 일본은 두 분수의 동치분수를 구하여 분모

가 같은 것을 찾아 통분하는 과정으로만, 미국은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하여 통분하는 과정으로만, 핀란드는

최소공배수를 이용하여 통분하는 과정만을 다루는 차

이가 있었다. 따라서 통분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미 있게 통분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국 가 약분, 통분

한 국
•약분→기약분수→통분(동치분수, 두

분모의 곱, 최소공배수)(5-1)

일 본 •약분→통분(동치분수)(5-2)

싱가포르 •약분→기약분수(3-2)

미 국
•약분→기약분수(5)→통분(두 분모의

곱)(5)

핀란드
•약분→기약분수(5-2)→약분→통분(최

소공배수)(6-2)

[표 11] 약분과 통분

[Table 11] The introducing of fraction

4) 기약분수는 영어로 ‘irreducible fraction’으로 표현되지만,

나라별로 영어 표현을 달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싱가

포르와 미국 교과서에서는 ‘simplest form’으로, 핀란드 교

과서에서는 ‘lowest terms’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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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수의 크기 비교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의 분

수 크기 비교 내용에 대해 유형별로 어떤 순서와 내용

으로 제시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수 크기 비교의

경우에 주로 분모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명시적

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 분수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크기 비교 내용을 제시한 미국

교과서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교과서에서는 분모가

같은 경우, 분자가 같은 경우, 기준분수를 활용한 비교,

기준 분수를 이용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비교와 같이

다양한 분수 유형에 따라 크기를 비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CCSSM이 제시하는 권고와도 일치하는

사항이다. 즉 CCSSM에서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준 분수를 이용하거나 같은 수의 분모나 분

자를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한편, 핀란드의 경우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

교만을 간단히 다루고 있으며,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

기 비교는 다루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국 가 분수의 크기 비교

한 국

•동분모(진분수) 비교(3-1)→동분모

(가분수, 대분수) 비교(3-2)→이분모

비교(5-1)

일 본
•동분모 비교(3-2)→동분자 비교(4-2)

→이분모 비교(5-2)

싱가포르
•단위분수 비교, 동분모 비교(2-2)→

이분모 비교(3-2)

미 국

•동분모 비교, 동분자 비교, 기준분수

와 비교, 수직선에서 단위분수 비교

(3)→기준분수와 이분모 비교, 세 이

분모 비교(4)

핀란드 •동분모 비교(3-2)

[표 12] 분수의 크기 비교

[Table 12] The introducing of fraction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분모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분수의 크기 비교는 다양한

분수 유형에 따라 크기를 비교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이 분수의 특징적 부분에 관심을 두고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가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수학 내용은 많은 하위

개념들이 서로 관련을 지으며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서도 분수 개념은 분수 모델뿐만이 아니라, 분수 개념

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강흥규, 2005). 그리고

그 하위 개념들은 분수라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하여 서로 관련을 지어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수의 하위개념과 여러 가지

학습 주제들은 도입 시기나 방법 면에서 나라마다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분수 관련 내용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도입 시기

나 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함으로

써 분수 지도에 시사점과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아이

디어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

의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서는 분수지도 내용의 특징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분

석 틀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수 도

입 과정에서는 5개 나라 교과서 모두 부분-전체(영역)

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분수를 수 개념 맥락으로 이해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수직선 위의 분수’ 내용을 한국

교과서만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또한 내용의

배열 면에서 미국 교과서는 개별 주제보다는 개념적으

로 유사한 주제들을 같은 단원에 배치하는 특징이 있

었으며, 핀란드는 이 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반복

하여 제시함으로써 복습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분수의 도입 과정에서는 등분할 과정을 색종

이와 같이 구체물로 제시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였

고, 나머지 나라는 영역을 등분할하였다. 그리고 분수

기호의 경우에 일본, 싱가포르, 미국 교과서가 단위분

수만을 제시한 반면에, 한국과 핀란드는 단위분수와

진분수를 함께 제시하여 정의하였다.

셋째, 대분수의 정의 방식에서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조합으로 정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핀란드였고, 자연

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약속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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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본은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두 가지

정의 방식은 변환 방식에도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한국과 미국과 같이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개념적으로

대분수를 도입하는 나라는 알고리즘 대신 모델을 사용

하여 대분수와 가분수를 변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

본과 싱가포르와 같이 형식적으로 대분수를 도입하는

나라는 알고리즘으로 변환을 다루는 특징이 있었다.

넷째, 교과서에서 다루는 분수의 하위 개념 면에서

일본과 핀란드는 이산량 분수를 다루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길이 단위(m)와 들이 단위(L)를 측정

모델에서 활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다섯째, 크기가 같은 분수의 경우에 한 학기에만 다

루는 한국과 싱가포르 교과서에 비해, 일본과 미국 교

과서에서는 학년을 달리하며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

교과서에서는 나선형으로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특징

이 있었다.

여섯째, 통분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두 분수의 동치

분수를 구하여 분모가 같은 것을 찾는 과정, 두 분모

의 곱을 이용하여 통분하는 과정, 최소공배수를 이용

하여 통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나

라 교과서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다루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는 미국 교과서의

경우에 다양한 분수 유형에 따라 크기를 비교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분모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다루는 특

징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분수지

도 및 교과서 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첫째, 분수 도입 상황에 대하여 발생적 맥락을 강조

하여 제시한다면 생활의 필요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측정 상황을 제시하거나(서동엽, 2005),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균등 분배 문제(equal sharing

problem) 상황5)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mpson & Levi, 2011). 예를 들어 균등 분배 문제 상

황은 아이들이 일정량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5) 균등 분배 문제는 ‘10개의 사과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

을 때 한 사람이 먹게 되는 양’을 구하는 문제와 같이, 분

수 하위 개념 중 몫의 의미의 분수이다.

일상의 경험과 형식적 수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Empson & Levi, 2011).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5개 나라 교과서

에서는 분수의 도입 상황이 등분할을 통한 부분-전체

유형의 영역 모델을 활용하여 도입하고 있었다. 단지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영역 모델 외에도 측정 단위(m,

L)를 이용한 상황으로 분수를 제시하여 이를 적극 활

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측정이

필요한 맥락이기보다는 측정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분수를 이용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분수를 사용했던

역사적 맥락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경험하는

균등 분할 상황을 분수의 도입 맥락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균등 분배 상황은 문제해결 과정에 분

수가 포함되지만, 형식적인 교육이 없이도 아이들의

일상의 경험이나 균등 분배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Empson & Levi, 2011).

둘째, 분수와 수직선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일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분수 


, 


, 


,




, 


를 수직선에 대응시키고, 


=1과 같다는 것과

동분모 분수의 대소 비교를 다루며, [그림 3]과 같이

대분수의 도입 과정에 수직선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3]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와 수직선(藤井斉亮

ほか, 2013c, p. 40)

[Fig. 3] Fraction and Number line in Japanese textbook(藤

井斉亮 ほか, 2013c, p. 40)

이와 같이 분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되면 0~1

사이의 분수를 1이상의 수로 확장하여 대분수를 나타

낼 수도, 가분수를 나타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으며,

분수를 수로 인식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것은 분수를 하나의 수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한 점에 분수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CCS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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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따라서 우리나라 분

수 지도에서도 수직선을 분수 지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교과

서에서는 분수의 크기 비교나 동치분수와 같은 개념을

지도하는데 수직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은 살펴볼 부

분이라 판단된다.

[그림 4]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와 수직선(Charles et

al., 2012b, p. 269)

[Fig. 4] Fraction and Number line in American

textbook(Charles et al., 2012b, p. 269)

셋째, 대분수의 정의 방식 및 변환 방법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대분수 정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

루어진 분수로 정하는 방법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

로 정하는 형식적 방법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영역 모델을 통해 직관적ㆍ개념적으로 대분수를 이해

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1+


을 


로 약속하

는 것과 같이 대분수가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구

성된 수로 제시한다. 두 가지 정의 방식은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에도 영향을 주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많은 모델을 사용하여 변환하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원

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


=




+


=


와 같이 대분수의 정의에 맞게 변환하도록

한다(이대현, 2016). 앞 장에서 분석했듯이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에서 모델을 활용하여 분수 개념의 이해

를 바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었고, 나머지 나라는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대분수의 두 가지 정의 방식과 변환

방법을 고려할 때 대분수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서는 일본 교과서에 제시한 것과 같이 두 가지 정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환에서

도 첫 부분에는 모델을 이용한 개념적 접근 방법을 이

용하고,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학생 스스로 변환 알고

리즘을 발견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넷째, 크기가 같은 분수(동치분수)를 구하는 내용에

서는 모델을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

정을 통해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도 같은 크기의 분수를 가진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크기가 같은 분수는 통분이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위한 선행학습 내용으로 다룰

경우에 한국이나 싱가포르 교과서와 같이 한 학기에만

다루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 교과서와 같이 학년을 달

리하며 나선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열 방

식은 분수 유형에 따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모델이나

수직선, 알고리즘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내

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수학화 과정으로 알

고리즘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분수의 크기 비교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한국 교과서의 예를 들면

학기를 달리하며 동분모(진분수) 분수의 크기 비교→

동분모(가분수, 대분수) 분수의 크기 비교→이분모 분

수의 크기 비교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학습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특징이

있지만, 분수의 유형에만 초점을 두어 비교하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과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미국 교과서에서는 다

양한 분수 유형에 따라 크기를 비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분모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

여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분수의 유형과 크기에 관

하여 추론함으로써 분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을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분수의 특징적 부분에 관심

을 두고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크기를 비교할 가

능성이 있다. 비록 이분모 분수일지라도 분수의 크기

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준 분수를 이용하거나 같은 수

의 분모나 분자를 만들어 비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

용의 구성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미국 교과서에서 여러 유형의 분수를 반복하여

제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수의 크기를 다루고 있

고, 수직선이나 기준 분수와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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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수의 크기 비교 결과를 정당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이대현, 2017).

마지막으로 앞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듯이, 교과서에

서 분수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에 각 내용을 개념이나

주제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분절화하여 제시하는 방법

과 유사한 유형의 것들을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교과서는 학습 내용이 지

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박은희, 2007), 매 학기나 학

기 내 차시별 학습 주제가 중복되거나 나선형으로 반

복ㆍ확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해

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지도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여 개

념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핀란드 교과서에서는 이 전 학기에 학습

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본 단원의 내용을

학습하는데 기본이 되도록 제시하였으며, 미국 교과서

의 경우에는 학습 주제별보다는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

는 학습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념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두 가지 제시 방

식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초등학교

수학 지도에서 충분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학습 원리를 적용한다면 유사한 원

리가 적용되는 학습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적

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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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raction Contents of Korean, Japanese, 
Singaporean, American, and Finnish Mathematics Textbooks 6)

Lee, Dae Hyu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5 Pilmundaero, Buk-ku, Gwangju 61204, Korea. 
E-mail: leedh@gnue.ac.kr

In this study, I compared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Korean, Japanese, Singapore, 
American, and Finnish textbooks about fraction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and difficult 
concept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his is aimed to get the implications for 
meaningful fractional teaching and learning by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ethods and time of introducing the concept because fraction has the diversity of 
the sub-concepts and the introducing methods or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raction was introduced as part-whole(area) in all five 
countries’ textbooks, but the use of number line, conversion between  improper fraction 
and mixed number, whether to deal with part-whole(set) model. Furthermor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methods in obtaining of the equivalent fraction and the order of 
arrangement in comparison of frac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discussed the reconsideration of the introducing contexts of 
fractions, the use of number line when introducing fractions, and the problem of 
segmentation and classification of contents.

* ZDM Classification : B72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B70

* Key Words : fraction, sub-concepts, foreign textbook,

mathematics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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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 ․ ․ ․

2 ․ ․ ․
⑨ 기하

ㆍ등분할(2, 4등분)
․

2

1 ․

⑪ 분수

ㆍ부분-전체(영역)

로 분수 도입

․ ․ ․

2 ․ ․

⑥ 분수

ㆍ등분할(영역)

ㆍ부분-전체(영역)

로 분수 도입

ㆍ1=


=


=



ㆍ비교(단위분수,

동분모)

⑦ 기하

ㆍ등분할

(2, 3, 4등분)

․

3

1

⑥ 분수와 소수

ㆍ등분할(영역)

ㆍ부분-전체(영역)

로 분수 도입,

분모, 분자

ㆍ동분모비교(진분수)

ㆍ단위분수와 비교

(수직선 이용)

․ ․

⑨ 분수 이해

ㆍ등분할

ㆍ부분-전체(영역)

로 분수 도입, 단

위분수, 분모, 분자

ㆍ이산량 분수

ㆍ대분수(개)

ㆍ수직선과 분수

ㆍ기준분수

ㆍ길이분수

⑩ 분수 비교, 동치

ㆍ동분모, 동분자, 기

준분수와 비교,

수직선에서 비교

ㆍ동치분수, 동치분수

와 수직선

ㆍ범자연수와 분수

(


  , 2=


등)

․

2

④ 분수

ㆍ이산량 등분할

ㆍ이산량 분수, 길이

분수

ㆍ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개)※, 



=1,

변환

ㆍ동분모비교(가분수,

대분수)

⑭ 분수

ㆍ측정(m, L)

분모, 분자

ㆍ


=1

ㆍ수직선과 분수

ㆍ동분모비교(진분

수, 가분수)

④ 분수

ㆍ분모, 분자

ㆍ동치분수

ㆍ이분모비교

② 분수와 소수

ㆍ등분할(영역)

ㆍ부분-전체(영역)

로 분수 도입,

분모, 분자

ㆍ1=


=


=



ㆍ동분모비교

ㆍ대분수(개)

ㆍ수직선과 분수

(진분수, 대분수)

※ 대분수에서 (형)은 1+


=


과 같이 형식적으로, (개)는 모델을 이용하여 1과 


과 같이 대분수를 정의하

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분수의 지도 시기

<appendix> semesters of teaching of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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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 ․

③ 분수

ㆍ대분수(형)

ㆍ가분수, 변환

ㆍ수직선과 분수

ㆍ이산량 분수

⑪ 동치분수, 크기

ㆍ동치분수(반복)

ㆍ수직선과 동치분수

(반복)

ㆍ기준분수로 이분모

비교, 세 이분모비교

⑫ 분수 덧셈, 뺄셈,

동분모 대분수

ㆍ가분수, 대분수(개),

변환

⑬ 분수 개념의 확장

ㆍ단위분수의 곱으로

분수 표현

(


=3×


, 3개의 


)

․

2 ․

⑫ 분수

ㆍ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개→형),

변환

ㆍ동치분수

ㆍ동분자비교
․

② 분수

ㆍ복습(분모, 분자,

대분수)

ㆍ가분수, 변환

ㆍ단위의 분수만큼

알기(m, km,

시간, 무게 등)

5

1

④ 약분과 통분

ㆍ동치분수

ㆍ약분, 통분

ㆍ이분모비교

⑧ 분수와 소수

ㆍ몫의 분수

③ 분수

ㆍ몫의 분수
⑨ 분수의 덧셈, 뺄셈

ㆍ동치분수

ㆍ약분→통분

⑩ 대분수 덧셈, 뺄셈

ㆍ가분수, 대분수 변환

ㆍ수직선에서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⑪ 분수, 대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ㆍ몫의 분수

․

2 ․

⑩ 분수

ㆍ동치분수 만들기

ㆍ약분, 통분

ㆍ이분모비교
․

① 분수

ㆍ복습(분모, 분자,

대분수, 변환

ㆍ약분

6

1

① 분수의 나눗셈

ㆍ몫의 분수

④ 비와 비율

ㆍ비 분수

․

④ 비

ㆍ비 분수

⑤ 비

ㆍ비 분수
․

2 ․ ․ ․ ․

① 분수

ㆍ복습(분모, 분자,

대분수)

ㆍ약분과 통분

③ 시간과 척도

ㆍ비 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