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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SM-CA와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의 연산 내용 분석1)

이 대 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CCSSM-CA와 그에 따른 미국 초등 교

과서에 제시된 분수의 연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분수를 단위분수나 분모가 같은 분수의 합으로 표현하

게 하여 분수 개념과 연산을 연결 짓는 특징이 있었다. 또

분수의 곱셈에서는 곱하는 한 수의 크기에 기초하여 다른

수의 곱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거나, 나눗셈에서는 단위

분수가 포함된 나눗셈을 먼저 다루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

산을 하도록 제시하는 특징 등이 있었다.

I. 서론

분수는 균등한 분배 상황이나 측정 상황과 같이 자

연수로 해결할 수 없는 실생활 맥락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의미와 개념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강흥규, 2005). 또한 분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루어지듯

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도되는 학

습 주제이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도전적인 학습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분수는 초등학교 고

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비와 비율’의 개념이나 중등학

교에서 학습하게 될 ‘대수’ 학습에도 중요한 기본 내용

이 되고 있다(Empson & Levi, 2011).

분수의 다양한 개념과 의미의 복잡함, 그리고 역사

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수학 개

념이라는 본질적 측면은 효율적인 분수 지도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에 관한

연구들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서동엽, 2005; 이지영

외, 2017; Empson & Levi, 2011; The Mathematics in

Context Development Team, 1997 등). 그리고 분수

지도의 다양함 때문에 각 나라간 분수 내용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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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ㆍ분석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이에 대

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오고 있다(박

은희, 2007; 원솔희, 2016; 이대현, 2017; 최근배, 2015).

분수 학습 내용 중에서도 분수의 연산은 분모가 다

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계산 과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어려움과 통분과 같은 수치적인 계산 알고리즘

처리의 복잡성,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에서 절차 수행

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의 개념적 의미 파악

에 겪는 어려움 등으로 교수학적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이지영 외, 2017; Ma, 1999). 또한 분수 연산에

이용된 모델이나 방법들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

나라 각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그 변화가 계

속되고 있다(강흥규, 2005). 이것은 분수의 연산에 대

한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어떤 관점

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전개했는가에 따라 학생들

의 개념적 이해의 범위와 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수의 연산에 대해 나라마다 새로 발표되

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어떤 관점과 원리를 바탕으

로 내용을 선정하고 지도 방법을 전개하는가를 살펴서

학습 지도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은 교육의 관점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교

육의 관점과 경향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각 나라들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들을

새롭게 발표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나라의 변화된 교

육 내용을 살피는 것은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교과서 집필 등에 필요한 정보

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분수의 연산과

관련해서는 분수 연산 내용을 어떤 과정이나 순서로

지도하는가? 각 연산에 이용되는 모델이나 주안점은

무엇인가? 세부적인 학습 차시 내용의 특징은 무엇인

가? 각 교과서의 특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

인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분수 연산 지도나 교과서 및

학습 지도 자료 개발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수학교육 경향 파악의 맥락에서 미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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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은 NCTM(1989; 2000)을 필두로 여러 가지 개

혁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학습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초ㆍ중등 교육

과정에 관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2010년에 Common Core State

Standards-Mathematics(이하 CCSSM)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현장 교사, 연구자, 고등 교육자, 대중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만든 것으로, 발표 당시에 48개 주들이

채택할 정도로 미국 수학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김영옥, 최성웅, 이승미, 2010), 이로 인해 우리나

라에서도 CCSSM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비교ㆍ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강홍재, 2016; 김

영옥, 최성웅, 이승미, 2010; 안지영, 전영주, 윤마병, 이

종학, 2014; 장혜원, 2012 등).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CCSSM의 도입과 적용에 적

극적인데, 2013년 1월에 California Common Core

State Standards-Mathematics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이것

은 CCSSM과 거의 유사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몇

가지 추가한 내용을 수학 내용 규준의 끝 부분에 CA

로 표기해 제시하고 있다(이하 CCSSM-CA). CCSSM

자체가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

니아 주는 이에 대한 교육과정 해설서와 같은 성격의

문서인 Mathematics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를 제시하여, 학년별ㆍ내용별로 다루어질 내용

과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한

편, CCSSM을 반영한 교과서가 집필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고, 이들 교과서는 CCSSM의 방

향과 취지에 맞게 집필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를 활용하여 미국 수학교육의 강조점과 가르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CCSSM-CA에 제시된 분수의 연산

에 관한 내용과 그에 따라 집필된 수학 교과서의 내용

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분수의 각 연산별로

도입 시기와 내용을 CCSSM-CA를 바탕으로 분석하

고, 각 연산의 지도 방법과 사용하는 모델이나 접근

방법 등은 CCSSM-CA에 맞게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특징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

를 통해 분수 연산을 위한 지도와 교과서 집필과 같은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분수 연산에 대한 이론적 탐색

초등수학에서 연산은 수 개념과 더불어 기본적인

학습 내용으로, 학생들은 수 개념을 형성하고 비형식

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이대

현, 박창우, 방신옥, 성창근, 2017). 초등수학에서 연산

이 중요한 학습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산 지

도가 계산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데 추구해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연산 지도에서는 계산 기능의 숙달

뿐만이 아니라, 연산 의미, 문제해결 능력, 어림 능력,

암산 능력, 수감각 등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Reys,

Lindquist, Lambdin & Smith, 2009).

연산을 수행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값이 필

요한지? 대략적인 값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

약 대략적인 값이 필요하면 어림으로 충분할 것이고,

정확한 값이 필요하다면 계산기 산이나 암산, 지필계

산을 하면 될 것이다(Reys, Lindquist, Lambdin &

Smith, 2009). 이것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계

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황에 적절한 계산 방법을 택

하고 수행하여 결과를 얻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연산 지도에서 중요한 첫 과정

인 것이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자연수를 바탕으로 시작된 연산

은 새로운 수 개념인 분수와 소수가 도입됨에 따라 이

들 수 범위로 확장하게 된다. 분수와 소수의 연산은

이전에 학습한 자연수 연산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고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연수의 연산에서

적용되는 모든 원리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분

수를 곱하는 경우에 동수누가가 아니며, 두 자연수를

곱할 때 그 결과는 곱해지는 두 자연수 중 어느 것보

다 항상 커지지만, 두 진분수를 곱하면 계산 결과는

곱해지는 두 분수 중 어느 것보다도 작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분수 계산을 형식적으로 하기 보다는 의

미 있게 이해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분수 지도의 중요한 측면을 확인하고 교과서나 학습지

도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모

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전체 단위의 고정



CCSSM-CA와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의 연산 내용 분석 131

성, 공통 측정 단위의 필요성, 재귀적 분할과 이분모

덧셈 알고리즘으로 연결’과 같은 세 가지 수준의 단위

구조를 경험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이지영, 외, 2017), 따라서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연산의 지도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알고리즘의 수행만이

아니라, 알고리즘 적용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계산 기능의 향상뿐만이 아

니라, 계산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하기 때

문이다.

또한,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고,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제수의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꾸

어 곱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알고리즘이 성립하는 이유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의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분수의

연산 지도에서 수치적인 계산 알고리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계산 원리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수의 연산 지도에서 알고리즘의 지도보다는 계산

원리에 대한 의미를 형성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Empson & Levi(2011)는 균등 분배

문제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

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는 분

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알고, 이

를 적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지영 외(2017)은 이분

모 분수 덧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각적 표현에 관해 국제 비

교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모델을 그려보면

서 수행하도록 하여 재귀적 분할과 알고리즘과의 연결

을 위해 시각적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Baroody & Coslick(1998)은 분수 나눗셈의 경우에

형식적인 교육이 없더라도 비형식적인 지식을 이용하

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

실 학생들이 활용하는 분수의 나눗셈에 관한 비형식적

지식은 ‘역수로 바꾸어 곱하라.’라는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Empson & Levi, 2011). 예를 들

어, 3÷


의 경우에 먼저 3안에 


만큼의 양이 얼마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3÷


이 되고, 3안에 



이 몇 개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3×8이면 된다. 다음

으로 3안에 


이 몇 개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의 


이므로 3안에 


이 있는 것의 


이면 되므로

3×8을 3으로 나누면 될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3÷


=3÷


÷3=3×8÷3=3×


=8이 된다.

분수 계산에서는 그 계산에 내재되어 있는 알고리

즘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의 탐색이 요구된다. 또한 분수의 덧

셈과 뺄셈에 사용되는 분수 유형도 분모가 같은 분수

와 다른 분수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외형적인 차이에

의해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보다, 분수 연산의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하여 수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수 연산에 대한 지도 방안을 바탕으로 미

국의 CCSSM은 수학교육의 개선을 표방하며 발표되었

고, 종전의 미국 교과서 비교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교과서와는 다른 관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안지영

외, 2014; 이대현, 2017; 최근배, 2015 등), 본 연구에서

는 CCSSM-CA에 제시된 분수의 연산에 관한 내용과

그에 따라 집필된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CCSSM-CA와 이 문서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 규준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집필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분수 연산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CCSSM-CA의 분석에서는 CCSSM의 도입과 적용에

적극적인 California Common Core State Standards-

Mathematics(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3)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 해

설서와 같은 성격의 문서인 Mathematics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대 현132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에서는 CCSSM-CA의 규준과

방향에 맞춰 집필된 교과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1).

분석 대상인 미국 교과서는 K-6학년의 일부인 4-6학

년의 교과서였다. 이 교과서의 특징적 부분은 영어판

과 스페인어판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언어만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은 [표 1]과 같이 분수 연산에 관한 단원의 내용들이

었다.

Grade Name Units

4

California Go

Math!

Common Core

(Dixon, Burger &

Leinwand, 2015a)

7. Add and Subtract Fractions

8. Multiply Factions by Whole

Numbers

9. Relate Fractions and

Decimals

5

California Go

Math!

Common Core

(Dixon, Burger &

Leinwand, 2015b)

6. Add and Subtract Fractions

with Unlike Denominators

7. Multiply Fractions

8. Divide Fractions

6

California Go

Math!

Common Core

(Dixon, Burger &

Leinwand, 2015c)

2. Fractions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Table 1] Textbooks for a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CCSSM-CA와 교과서의 분수 연산

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여

내용 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의 주안점

은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CCSSM-CA와 그에 따른 교과서에 분

수의 연산 내용이 어떤 시기에, 어떤 순서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이것을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

1) 미국 내에 CCSSM의 규준과 방향에 맞춰 집필된 수학 교

과서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의 교육 상황에 맞게 집필된 Houghton Mifflin Harcourt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결과 해

석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제시된 분수 연산 내용의 계열과 구성 등을 상호 비교

하였다2).

The content of

analysis
The focus of analysis

Contents of grades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 S.

•Order of fractional

operations presente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 S. in

fractional operation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operation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rade-

instructional content

by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표 2] 분석의 주안점

[Table 2] Focus of analysis

다음으로는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별로 학년별

지도 내용의 구성 및 특징 등을 CCSSM-CA에 제시

된 내용과 이를 구체화하여 반영한 교과서의 특징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분수 연산 지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학년별 분수의 연산 내용 분석

이 절에서는 CCSSM-CA와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

시된 분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CCSSM-CA에서는 3학년에 ‘전체를 똑같은 부분으로

분할하였을 때, 그 중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양을 



로, 


의 부분들로 구성되는 양을 


’로 분수 개념을

정의하여 도입하고 있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 170). 그리고 분수 연산은 [표

3～5]와 같이 4학년부터 6학년 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2) CCSSM-CA에는 학년별로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학년군별로 제시되어 있어, 학년별 내용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문서는 교과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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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Main contents

Grade

4

Number and Operations-Fractions

ㆍUnderstanding the fractional addition and

subtraction

ㆍDecomposition fraction into fractional

addition with the same denominator in

more than one way

ㆍMixed number’s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 the same denominator

ㆍSolving the word problem that includ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with

the same denominator pointing to the same

whole

ㆍAddition of two fractions with

denominator of 10, 100

(




=




=

)

Number and Operations-Fractions

ㆍUnderstanding 

as  times 



ㆍUnderstanding (natural number) ×

fraction) as × 

=
×

based on

understanding 

as  times 



(ex: 3×

=

+

+

=

×
)

ㆍSolving the word problem with (natural

number)×(fraction)

[표 3] 4학년 분수 연산의 내용(CCSSM-CA)

[Table 3] Contents of Fractional Operation by Grade 4

(CCSSM-CA)

먼저, CCSSM-CA의 4학년에서는 [표 3]과 같이

Number and Operations-Fractions(수와 연산-분수)

영역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진분수, 가분수 포함)와 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고 있다. 분모가 같은 분수

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단위분수 


의 합으로 


를 이

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분수의 곱셈에서는 (자연

수)×(분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곱셈

에 대한 이전의 내용을 적용하고 확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CCSSM-CA의 5학년에서는 [표 4]와 같이

Number and Operations-Fractions(수와 연산-분수)

영역에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동치분수를 이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Grade Main contents

Grade

5

Number and Operations-Fractions

ㆍProper fraction and mixed number’s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 the unlike

denominator

ㆍSolving the fractional addition and

subtraction word problem with the unlike

denominator

ㆍ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ddition answer using the number sense of

the fraction(reference fraction and mental

calculation)

Number and Operations-Fractions

ㆍUnderstanding (fraction) × (natural

number) as much as  of  parts of the

same  and making story problem

ㆍ(fraction)×(fraction) (eg. 

×

=

)

ㆍFinding rectangular area whose sides are

fractions using basic figures whose sides is

unit fraction

ㆍComparing the result of multiplication based

on the factor without calculating

ㆍExplaining why multiplication by fractions

greater than 1results in larger and

multiplication by fractions smaller than 1

results in smaller

ㆍRelating 

=×
×

with 

multiply 1

ㆍSolving the real world word problem with

fraction and mixed number

Number and Operations-Fractions

ㆍMaking the story problem with (unit

fraction)÷(natural number), (natural

number)÷(unit fraction) and explain the

results in relation to multiplication

ㆍSolving the real world word problem with

fraction and mixed number(unit

fraction)÷(natural number), (natural

number)÷(unit fraction)

[표 4] 5학년 분수 연산의 내용(CCSSM-CA)

[Table 4] Contents of Fractional Operation by Grade 5

(CCSSM-CA)

그리고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수)×(자연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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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수)를 다루고 있는데, 4학년에서 학습한 (자연

수)×(분수)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고 확장하도록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변의 길이가 분수인 직사각형의 넓이

를 구하도록 하거나, 직접 곱셈을 하지 않고도 곱의

결과가 원래 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유를 설명하

도록 함으로써 크기 변화에 관한 비율(scaling;

resizing)로 곱셈을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학년

의 나눗셈에서는 제수나 피제수 중 하나가 단위분수이

고 나머지가 자연수인 (단위분수)÷(자연수), (자연수)÷

(단위분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 나눗셈에 대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확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Grade Main contents

Grade

6

The Number System

ㆍUnderstanding and calculating

(fraction)÷(fraction)

ㆍSolving the word problem with

(fraction)÷(fraction)

[표 5] 6학년 분수 연산의 내용(CCSSM-CA)

[Table 5] Contents of Fractional Operation by Grade 6

(CCSSM-CA)

6학년에서는 [표 5]와 같이 초등 과정과는 달리 영

역 명이 The Number System(수 체계)인 영역에서

(분수)÷(분수)를 다루고 있다. 분수 나눗셈을 위해서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확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CCSSM-CA의 경우

에는 각 연산마다 적절한 실세계 문장제를 해결하게

하는 규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각각의 연산별로 살펴보면, 분수의 덧셈은 4학년

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에 분모

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고 있고, 분수의

곱셈은 4학년에서 (자연수)×(분수)를, 5학년에서 (분

수)×(자연수)와 (분수)×(분수)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

로 분수의 나눗셈은 5학년에 (단위분수)÷(자연수), (자

연수)÷(단위분수)를, 6학년에서 (분수)÷(분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각 연산에 대한 유형별 계산 원리를 이

해하고 난 다음에는 실세계 문장제를 해결하도록 예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 연산 내용과 비교

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학년별 분수 연

산 구성 내용이 [표 6]과 같다3).

Grade Main contents

4-2

ㆍFractional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 the same denominator

ㆍMixed number’s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 the same

denominator

ㆍNatural number–proper fraction

(mixed number)

5-1

ㆍProper fraction and mixed number’s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 the

unlike denominator

5-2

ㆍ(fraction)×(natural number),

(natural number)×(fraction),

ㆍ(proper fraction)×(proper fraction),

(mixed number)×(mixed number)

6-1

ㆍ(natural number)÷(natural number),

(fraction)÷(natural number)

(mixed number)÷(natural number)

6-2
ㆍ(fraction)÷(fraction),

(natural number)÷(proper fraction)

[표 6] 학년별 분수 연산의 내용(한국)

[Table 6] Contents of Fractional Operation by Grades

(Korea)

먼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CCSSM-CA의 분

수의 덧셈과 뺄셈과 제시 학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의 유형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차시별 학습 내용이 명료하게 구분

되어 제시되는 상황에서 ‘자연수-진분수(대분수)’와 같

은 내용을 특정한 한 차시에 걸쳐 다루는 특징이 있었

지만(교육부, 2018b), 미국 교과서의 경우에는 1-(진분

수) 상황만 진분수끼리의 뺄셈에서 1=


을 이용하여

함께 다루는 차이가 있었다.

분수의 곱셈에서는 우리나라 경우에 분수 곱셈의

모든 유형이 5학년 2학기에 한 번에 제시되고 있다(교

3) 분석 대상인 5-6학년군 2학기 교과서는 현장 검토 감수

심의본을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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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 2018d). 반면에, CCSSM-CA의 경우에는 4학년

에서 (자연수)×(분수)를 다루고4), 나머지는 5학년에서

다루는 차이가 있었다. 4학년에서는 자연수 곱셈을 이

용하여 (자연수)×(분수)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

었다.

마지막으로, 분수의 나눗셈의 경우에 우리나라 교과

서에서는 6학년에 1학기와 2학기에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와 분수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 제시하고 있다(교

육부, 2018e; 2018f). 이에 반해 CCSSM-CA의 경우에

는 (단위분수)÷(자연수), (자연수)÷(단위분수)를 5학년

경우에 다루고 있어 단위분수가 포함된 나눗셈을 강조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것은 CCSSM-CA의 경우에 단

위분수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며, 분수 개념의 도입

과정이나 분수의 덧셈에서도 기본 요소로 중시하는 것

과 일관되며, (단위분수)÷(자연수)는 등분제 상황으로,

(자연수)÷(단위분수)는 포함제 상황으로 문제 상황을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분수

끼리의 나눗셈은 6학년에서 다루고 있어 우리나라와

동일하였다.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우리나라 경우에 제

수가 자연수인 경우와 분수인 경우를 엄격하게 학기를

달리하여 제시하는 반면, CCSSM-CA의 경우에는 제

수에 제시되는 분수 유형보다는, 분수의 자체의 특성

에 따라 분수를 선택하는 특징이 있었다.

2. 분수의 덧셈과 뺄셈 내용 분석

이 절에서는 CCSSM-CA와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

시된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4학년에서는 자연수 연산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고 확

장하면서 일반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3학년에서 분수 


( )를 


의 합

으로 도입한 것을 바탕으로 일반분수를 단위분수의 합

으로 표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같

은 전체를 가리키는 부분을 결합하거나 분리함으로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하게 하고, 분수를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모가 같은 분수의 합으로 분해하고

그 결과를 등식으로 나타내며, 시각적인 분수 모델을

4) 우리나라의 경우로는 (분수)×(자연수)에 해당된다.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를 정당화하도록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분수 


을 


=


+


+


=


+


와 같이 분

해하고 등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이를 위해 교과서에서는 먼저 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그림 1]과 같이 한 분수를

여러 가지 분수의 합으로 표현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

다(Dixon, Burger & Leinwand, 2015a).

[그림 1] 분수의 합(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 286)

[Fig. 1] Addition of fractions(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 286)

CCSSM-CA에서 분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이해하

도록 하고 분모가 같은 분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수의 덧셈

에서도 동일한 단위를 이용하여 합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써 분모(단위)가 다른 분수의 합에

서 학생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


=


과 같

은 오류인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4학년에서는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과 뺄

셈을 다루고 있으며, 같은 전체를 가리키며 같은 분모

를 가지는 분수의 덧셈, 뺄셈을 포함하는 문장제를 해

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같은 전체를 가리

키는 분수의 덧셈을 강조하는 것은 분수의 덧셈에서는

전체 단위가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수 덧셈의 핵심 아이디어의 하나를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지영 외, 2017).

특히, CCSSM-CA에서는 계산 원리가 성립함을 보

이기 위하여 수직선 모델과 같은 시각적 모델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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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제안하는데, 학생들이 모델을 활용하여 


=



+


+


과 같은 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이를 일반화하

여 


+


=


를 구하도록 하게 한다.

한편, [그림 2]와 같이 분수의 합을 이용하여 



=


+


=


와 같이 (자연수)+(분수)를 통해 대분수

를 가분수로 변환하여 


= 


=


+


=


가 가

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변환 과정을 기계적인 방법보

다 분수 의미와 덧셈을 연결 지어 이해하도록 하는 특

징이 있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분수와 가분수 개

념을 지도하는 과정에 대분수와 그 변환을 다루는 것

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교육부, 2018a), 실생활에서 1

보다 크거나 같은 양을 다루면서 이를 분수들의 합으

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

환까지 다루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림 2] 대분수의 변환(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 301)

[Fig. 2] Conversion of mixed number(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 301)

4학년에서는 소수와 분수를 관련짓기 위하여 분모

가 10이거나 100인 분수의 덧셈을 다루고 있는데, 



을 


으로 표현하여 


+


=


로 구할 수 있

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CCSSM-CA에 따른 교과서

는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분모가 10, 100인 분수의 합(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 381)

[Fig. 3] Addition of fractional parts of 10,

100(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 381)

CCSSM-CA의 5학년에서는 동치분수를 활용하여

분모가 다른 진분수와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분모가

같은 분수로 변환하여 구하도록 제시하고, 이에 관한

문장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에는 분모끼리 곱하여 분모가 같

은 분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최소공배수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제

시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교육부, 2018c). 그리고 동치

분수를 구하는 방법인 


=×

×
를 활용하여,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을 


+


=


ㆍ


+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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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계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 252). 이

에 대한 교과서에서는 [그림 4]와 같이 먼저 분수 띠

를 이용하여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 본

후에, 식으로 나타내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분수 띠를 이용한 분수의 합(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57)

[Fig. 4] Addition of fraction using fraction strips

(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57)

다음으로 식을 이용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에

서는 [그림 5]와 같이 CCSSM-CA의 권고에 맞게 공

통분모를 구하는 두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분수의 합(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73)

[Fig. 5] Addition of fraction(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73)

CCSSM-CA에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문

장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은 암산이나 영역 모델을 활

용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문장제를

해결함으로써 분수의 양적인 측면을 이해하도록 제시

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제리는 두 종류의 쿠키를 만들려고 한

다. 하나는 


컵의 설탕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컵의 설탕이 필요하다. 두 종류의 쿠키를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의 설탕이 필요한가?’라는 문장제에 대하여

두 분수 모두 


보다 크고 1보다 작으므로 1컵보다는

많지만 2컵보다는 적다라고 암산으로 어림하거나, 다

음 [그림 6]과 같이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동치분수를

찾아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그림 6] 동치분수에 대한 영역 모델(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 252)

[Fig. 6] Area model to show equivalence(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 252)

그리고 분수에 대한 수 감각을 이용하여 기준분수

와 암산으로 어림하여 덧셈 결과의 적절성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분수에서 


<


이므로




+


=


이라고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결과가 잘못

된 계산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CCSSM-CA에 따른 교과서는 [그림 7]과 같이 수직선

을 활용하여 어림하여 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대 현138

[그림 7] 분수의 합의 어림(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61)

[Fig. 7] Estimation of fractional sum(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61)

3. 분수의 곱셈 내용 분석

이 절에서는 분수의 곱셈에 대하여 CCSSM-CA와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수

의 곱셈을 처음 도입하는 4학년에서는 3학년에서 



의 합으로 


( )를 이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

× 


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 


=

×
를

이끌어 낸다. 즉, 3학년에서 배운 3×7=7+7+7과 같이,

자연수의 곱을 합으로 표현하여 나타낸 것과 분수 



가 


의 배인 것을 바탕으로 


=


+


+


+


+



=× 


과 같이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 


를 × 


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3×


는 3×


=

+


+

=
×

를 유도한다.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황이나 시각적 모델,

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문장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3×


는 다음 [그림 8]과 같이 시각적 모델

로 표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림 8] 3×

의 시각적 모델(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216)

[Fig. 8] The visual model of 3×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216)

CCSSM-CA에 따른 곱셈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

보면, (자연수)×(분수)의 규칙을 이끌어 내기 전에 



=5×


과 같이 분수를 (자연수)×(단위분수)로 표현하

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9]와 같이 수직선 모델이나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4×


=(4×2)×


과 같이 나타내

어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 334).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곱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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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수 곱셈 원리와 일반화(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p. 334-340)

[Fig. 9] The principle and generalization of

multiplication of fraction(Dixon, Burger & Leinwand,

2015a, pp. 334-340)

5학년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이전에 학습한 곱셈

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고 확장하여, (분수)×(자연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식에 맞는 이야기 상황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림 10] 분수 곱셈(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16)

[Fig. 10] The multiplication of fraction(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16)

(분수)×(자연수)에서는 동일한 개의 부분의 만

큼으로 


×를 해석하고(즉, ×÷), 이를 바탕으

로 

×4=

×
=

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분수에

의한 곱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 분수의 곱인 (분수)×

(분수)를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11]과 같이 변의 길이가 분수인 직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분수들의 분모에 관련된 단위분수를 추출하

여 단위를 삼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1] 

×


의 시각적 모델

[Fig. 11] The visual model of 

×



예를 들면, 


×


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기본 단위는




이 되고, 다른 변의 기본 단위는 


이 되어 


짜

리 새로운 단위가 생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

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분수의 곱셈이 자연수의 곱셈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곱의 결과가 원래 수보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CSSM-CA의 규준에서는 직접 계산을 수행하지 않

고 한 수의 크기에 기초하여 다른 수의 곱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결과는 주어진 수보다 커지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

면 결과는 주어진 수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승수가 1인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큰 경우로

나누고, 모델이나 수직선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알아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Dixon, Burger & Leinwand,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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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분수 곱셈(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37)

[Fig. 12] The multiplication of faction(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37)

특히, 분수에 1을 곱할 때는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동치분수를 만드는 과정 


=×

×
를 관련지어 보여

준다. 이것은 각각의 학습 내용을 서로 관련지음으로

써 각 학습 내용의 정당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문제를 나타내는 시각적 모델이나 등식을 이

용하여 분수와 대분수 곱이 있는 실세계 문장제를 해

결하도록 하고 있다.

4. 분수의 나눗셈 내용 분석

이 절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에 대하여 CCSSM-CA

와 그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

저, 5학년에서는 이전에 배운 나눗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단위분수)÷(자연수), (자연수)÷(단위분

수)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확장한다. 그리고 [그림

13]처럼 (단위분수)÷(자연수)에서는 이야기 상황을 만

들고 몫을 발견하기 위해 시각적 모델을 이용한다. (자

연수)÷(단위분수)의 경우에도 이 상황에 맞는 이야기

상황을 만들고 몫을 발견하기 위해 시각적 모델을 이

용한다.

그리고 계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 14]처럼,




÷2=


에서 


×


=


인 것과 같이 곱셈과 나눗셈

의 관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림 13] 단위분수 나눗셈(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71)

[Fig. 13] The division of unit fraction(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71)

단위분수가 포함된 분수 나눗셈에서는 두 가지 상

황에 맞는 실세계 문장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단위

분수)÷(자연수)는 등분제 상황으로, (자연수)÷(단위분

수)는 포함제 상황으로 문제를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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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곱셈과 나눗셈 관계(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72)

[Fig. 14] The relation betwee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372)

6학년에서는 (분수)÷(분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는데, 이를 이해하고 계산하기 위해 [그림 15]와 같이

시각적 모델이나 방정식을 이용하여 하도록 한다. 그

리고 


의 


이 


이므로 


÷


=


인 것처럼, 나

눗셈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분수 나눗셈에 대한 문장

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장제는 학생들이 분

수 나눗셈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유용하다.

[그림 15] 분수 나눗셈(Dixon, Burger & Leinwand,

2015c, p. 77)

[Fig. 15] The division of fraction(Dixon, Burger &

Leinwand, 2015c, p. 77)

다음과 같은 포함제 상황의 문제를 살펴보자. ‘어떤

병이 


ℓ일 때 


ℓ를 채우려면 몇 병이 필요한

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 16]과 같은

시각적 분수 모델을 이용하여 


안에 


(=


)이

몇 번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다.

[그림 16] 

÷


의 시각적 모델(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 292)

[Fig. 16] The visual model of 

÷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 292)

한편, 6학년 CCSSM-CA에서는 분수 나눗셈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pp. 293-294).

ㆍ공통분모 찾기: 포함제 상황으로 해석하여 분모가

같은 동치분수를 구하여 분모끼리의 몫으로 해결한다.

(예) 


÷


=


÷


=35÷16=



ㆍ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누기(특수한 경우): 제수의

분모와 분자가 각각 피제수의 약수일 때 분모와 분자

끼리의 몫으로 해결한다.

(예) 


÷


=÷

÷
=



ㆍ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누기(일반적인 경우로 나아

가기): 제수의 분모가 피제수의 분모의 약수가 아닐 때

는 동치분수로 변형하여 앞의 전략을 활용한다.

(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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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누기(일반적인 경우): 제수

의 분모나 분자가 모두 피제수의 분모나 분자의 약수

가 아닐 때는 동치분수로 변형하여 앞의 전략을 활용

한다.

(예) 


÷


=××

××
÷


=××÷

××÷

=×

×
=


× 



이러한 4가지 전략은 학생들이 나눗셈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없이, 단순히 제수의 분모와 분

자를 서로 바꾸어 곱하는 과정만을 알고 적용함으로써

문장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질 수 있는 어려

움을 피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 17] 분수 나눗셈의 어림(Dixon, Burger &

Leinwand, 2015c, p. 73)

[Fig. 17] The of estimation dvision of fraction(Dixon,

Burger & Leinwand, 2015c, p. 73)

특히, CCSSM-CA에 따른 교과서의 특징적인 부분

을 살펴보면 계산 결과에 대해 어림하도록 제시하는데

[그림 17]은 대분수의 나눗셈 결과를 자연수로 어림하

여 답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분수 연산은 분수 개념의 의미와 모델의 다양성에

더하여, 그 계산 과정의 원리 이해의 이해에도 도전적

인 학습 내용이다. 특히, 자연수의 계산 원리와 의미를

확장하여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수의 계산

원리나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

런 이유로 효율적인 분수 연산 지도를 위한 연구와 이

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들도 계속되어 왔다(이지영 외,

2017; 최근배, 2015 등).

외국의 수학교육 경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수학교육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할 수 있

다. 특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CCSSM을 발표하

였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에 CCSSM-CA를 도

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2015). 이 문서에서는

학년별ㆍ내용별로 다루어질 내용과 이에 대한 지도 방

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미국 수학교육의 강조점과 가르칠 내용을 살펴보는 것

이 유용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수 연산을 위한

지도와 교과서 집필과 같은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SSM-CA에 제시된 분수 연

산에 관한 내용과 그에 따라 집필된 수학 교과서의 내

용을 각 연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덧셈과 뺄

셈, 곱셈, 나눗셈 별로 도입 시기 및 순서, 방법, 학년

별 지도 내용의 구성 및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분수 연산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분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CCSSM-CA와 우리나라 교

과서에 제시된 학년이 일치하였다. 그렇지만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학년별 제시 방식에 차이가 나타

났는데, 곱셈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한 학기에 제시하

는 반면, 미국은 (자연수)×(분수)를 4학년에서 먼저 다

룬 후에 나머지 유형의 곱셈을 5학년에서 다루고 있었

다. 또한, 분수 나눗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와 분수인 경우에 학기를 달리하여 제시

한 반면에, 미국은 제수와 피제수가 각각 단위분수와

자연수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

었다.

둘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의

구성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내용의 제시 순서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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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분수를 도입할 때 진분

수를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한 것을 활용하여 일반

분수를 단위분수나 분모가 같은 분수의 합으로 표현하

도록 하는 특징과 분수에 대한 수 감각을 이용하여 답

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제시하는 방식은 수 감각과

연산 감각을 연결 짓는 유용한 시도로 보여 졌다. 또

한 학습 내용의 구성에서 외형적인 학습 주제보다는

원리가 유사한 학습내용끼리 함께 구성하는 특성이 있

었다.

셋째, 분수의 곱셈에서는 (자연수)×(분수)를 4학년에

서 다룬 후에 (분수)×(자연수)와 (분수)×(분수)를 5학

년 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분수의 곱셈 결과에 대하

여 직접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한 수의 크기에 기초하

여 다른 수의 곱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곱의

결과에 대한 양감을 가지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

넷째,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학년을 달리하여 5학년

에 (단위분수)÷(자연수), (자연수)÷(단위분수)을, 6학년

에 (분수)÷(분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와 분수인 경

우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6학

년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하여 (분수)÷(분

수)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눗셈을

하도록 제안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수 연산의 지도와 관련

하여 수학 개념의 도입 과정에서 이용한 내용을 일관

되게 연산에서 활용하는 연결성의 문제, 연산 결과에

대한 양감 형성 및 정당화 과정의 중시, 연산에 제시

되는 분수 유형별 내용 구성의 순서와 계산 및 문제해

결 방식의 다양한 방법 모색, 실생활 문제 활용, 수학

적 실천과 같은 행동적 요소의 강조 등은 수학 학습지

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

로 분수의 연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과 시사

점을 제시한다.

첫째, 분수의 덧셈에서는 분수 개념을 도입할 때 



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양으로 


를 도입한 것과 같

이, 분수를 단위분수나 여러 가지 분수의 합으로 표현

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등식으로

표현하고, 분수 모델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분수에 대한 수 개념과 연산을

연결시켜 학습 구성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수 덧셈의 일반화 과정을 바탕으로 대분수의

정의 방식인 ‘(자연수)+(분수)’의 형태인 대분수를 분수

의 덧셈을 통해 가분수로 변환하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대분수의 의미와 연산을 연결 지어 제시하고 있다. 이

것은 외형적인 학습 주제보다는 내용의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분수 유형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개념 학습과 원리 학습을 대부

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우

리나라 교과서의 경우에 가분수와 대분수를 분수의 개

념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들의 상호 변환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2018a), CCSSM-CA의 이러한 구

성 방식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에 각 단원별 내용

이 엄격히 구분되어 집필되어 상호 관련된 내용을 연

결 짓기 어려운 상황에 시사점을 준다.

둘째,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동치

분수를 활용하여 분모가 다른 진분수와 대분수의 덧셈,

뺄셈을 다루되, 공통분모를 구하기 위하여 최소공배수

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와 유사하다. 특징

적인 면으로는 모든 유형의 문제에 실생활 중심의 문

장제를 만들어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암산이나 영역 모델을 활용하는 것과 같

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해결함으로써 분수의 양적

인 측면을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분수에 대한 수 감각을 이용하여 기준분수와 암산으로

어림하여 덧셈 답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제시하는 내

용은 수 감각과 연산 감각을 연결 짓는 유용한 시도로

보여 진다.

셋째, 분수의 곱셈의 경우에 (자연수)×(분수)를 먼저

4학년에서 다룬 후에, 나머지 유형인 (분수)×(자연수)

와 (분수)×(분수)를 5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자연수)×

(분수)에서는 


를 


의 배로 도입한 분수 개념을

적용하여 


의 번의 합으로 


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수 상황의 곱을 적용하여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분수의 개념 정의-자연수 곱셈 원리

의 확장-분수 곱셈 원리 발견’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이 대 현144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분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분수 정의에서 출발하여 연산으로

확장되는 예시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분수의 곱셈이 자연수의 곱셈과 다른 것으

로 계산 결과가 원래 값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가 있는

데, CCSSM-CA의 5학년에서는 직접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한 수의 크기에 기초하여 다른 수의 곱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6학년에서 학습할 비와

비율의 학습에 앞서서 분수의 곱에 의해 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크기 변화(scaling, resizing)

의 역할로 곱셈을 이해하도록 하며, 곱의 결과에 대한

양감을 가지게 하는 내용으로 주목된다.

넷째,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5학년에 단위분수가 포

함된 나눗셈을 다루고, 6학년에 (분수)÷(분수)를 다루

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수가 자연수

인 경우와 분수인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과 차

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피제수나 제수가 단위분

수인 경우에는 등분제나 포함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몫을 발견하기 위해 시각적 모델을 이용하여 직관적으

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수 나눗셈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수와 피제수의 분모와 분자사

이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눗셈 방법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것은 제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하는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의 원리를 충분한 이해

없이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

으로 논리적인 설명에 한계가 있는 영역에 다양한 방

법으로 나눗셈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제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수 나눗셈의 경우에도 제수와 피제수가 각

각 단위분수와 자연수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분

하여 다루고 있었다. 이것은 그림이나 시각적 모델을

이용하여 피제수가 단위분수인 경우에는 등분제 상황

으로, 제수가 단위분수인 경우에는 포함제 상황으로

해결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며, 분수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연산이 용이한 것을 구분하여 다루는 특징이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산 알고리즘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방법(그림, 수직선, 식 등)을 이용하

여 결과를 산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미국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섯째, CCSSM-CA에서는 수학 내용 규준과 더불

어 수학 실천(Mathematics Practice) 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내용 규준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수학

실천 규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교과서에

서도 각 실천 규준에 맞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예

를 들면, [그림 18]은 MP 3인 ‘실행 가능한 논쟁을 구

성하고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판하여라.’를 실천하도록

하는 문제해결의 예시이다.

[그림 18] 실천 규준 예시(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64)

[Fig. 18] The example of mathematics practice(Dixon,

Burger & Leinwand, 2015b p. 264)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교육부, 2015), 교과서에는 단원 말미의 특정

차시에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적극적인 구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준다.

여섯째,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의 경우에 ‘전체 단

위의 고정성, 공통 측정 단위의 필요성, 재귀적 분할과

이분모 덧셈 알고리즘으로 연결’과 같은 세 가지 수준

의 경험이 중요한데(이지영 외, 2017),

[그림 19] 분수의 덧셈(교육부, 2018c, p. 97)

[Fig. 19] Addition of fraction(The ministry of

Education, 2018c, p. 97)

미국 교과서에서는 [그림 19]와 같이 분수 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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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전체 단위의 고정성과 공통 측정 단위의 필요

성을 인식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재귀적 분할 과정은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재귀적 분할 과정을 명시하는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수의 유

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차시별 학습 내용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제시되

는 상황에서 ‘자연수-진분수(대분수)’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교육부, 2018b), 미국 교과

서에서는 그러한 특정 식보다는 계산의 원리 탐구나

성질을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수의 연산에서는

모든 유형의 문제에 실생활 중심의 문장제를 만들어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

산이나 영역 모델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전략

을 이용하여 해결함으로써 분수의 양적인 측면을 이해

하도록 제시하는 특징이 있어 우리나라 교과서 구성에

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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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Contents of Fractional Operations 
in CCSSM-CA and its Textbook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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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various concepts and meanings of fractions and the difficulty of learning, studies to 
improve the teaching methods of fraction have been carried out. Particularly, because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teaching depending on the type of fractions or the models or methods used for problem 
solving in fraction operations, many researches have been implemented.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fractional operations of CCSSM-CA and its U.S. textbooks. It was CCSSM-CA revised and presented in 
California and the textbooks of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 which reflect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CCSSM-C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though the grades presented in CCSSM-CA and Korean textbooks were 
consistent in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there are the features of expressing fractions by 
the sum of fractions with the same denominator or unit frac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answer. In the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fraction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grades. There are the features of the comparison the results of products 
based on the number of factor, presenting the division including the unit fractions at first, and 
suggesting the solving of division problems using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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