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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는 학교 수

업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교사의 고민이자 과제

일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 지식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교수학적 

상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교사이다(박

교식, 2006). 특히 수학에서 다루는 개념은 추상

적이고 복잡하며 위계성을 띠고 있어 교사가 교

수를 위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인 교

수학적 변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수는 초등학교 수학의 수영역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수영역에서 다루는 

수 개념은 크게 자연수와 유리수로 나눌 수 있

는데,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연수를 학습한 후 유리수를 학습하

며, 분수와 소수 중 분수를 먼저 학습한다. 즉,

분수는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가는 첫 관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분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교수 학습이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첫째, 분수는 양적 개념과 표기법이 자연수와 

다르다. 자연수는 물체 하나가 하나의 단위로 수 

세기를 할 수 있지만, 분수는 같은 양이어도 단

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수세기로 학습할 수

없다(Lamon, 2008; 강흥규, 2013; Gelman&Meck,

1992; 周晓雪, 2014, 재인용). 자연수는 점점 많

아지는 양을 일정한 단위만큼(10, 100 등)묶으며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분수는 분할할수록 한 단

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양적 개념으로 처음 

접하게 되며, 분수선을 기준으로 분자와 분모 두 

수의 관계로 표현하는 비(比)적인 개념으로 표기

법 또한 다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둘째, 분수 개념이 다양하다(정은실, 2006; 崔

钰, 2014). 분수의 개념은 양으로서의 분수, 비로

서의 분수, 몫으로서의 분수, 연산자로서의 분수 

등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학생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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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는 초등학교 수학의 수영역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수와 다른 

양적 개념과 표기법, 다양한 분수 개념으로 인하여 교수 학습이 어렵다. 따라서 분수의 교수

학적 변환은 중요하며, 이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수의 교수학적 

개념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대만과 중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를 비교하여 각 나라의 교과서에 나타난 분수 개념이 교수학적 개념에 따라 지도 시기와 순

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적 개념에 따른 지도 방법의 차이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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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그 동안 다루어왔던 자연수와는 달리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

고, 분수의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서 인식

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분

수 개념을 어떠한 순서와 소재로 학생들에게 제

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교과서는 수업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교수-

학습 자료로 학생의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만구, 2010). 외국의 교과서와 우리나라

의 교과서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

시된 분수 개념을 폭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만과 중국은 한자문화권의 국가로 지

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예로부터 정치, 경제, 문

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교류 해왔고, 세 

나라 모두 통일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국제 교육

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EA)가 실시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서 한국은 2위, 대만은 4

위로 최상위권에 속하였고, 2012년 경제협력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실시하는 OECD 학업성

취도 국제비교 연구(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중국(상하이)은 1위,

대만 4위, 한국 5위로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따

라서 한국과 대만 중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분수 개념 비교 연구는 추후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이루어진 한국과 외

국 교과서의 분수에 관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핀란드의 교과

서와 비교 연구(이정현, 2006; 박은희, 2007; 박

현주, 2014), 대만에서는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 

교과서와 분수 개념 비교 연구(吳麗玲, 楊德清,

2007; 魏銀香, 2010; 黃新勝, 2011), 중국에서는 

중국(대륙,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국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 비교(张会娟, 2012), 미국과 중국의 

수 개념 구조 비교 연구(马立平, 2012) 등이 있

다. 대만과 한국의 분수 개념 비교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김판수,

2011; 박교식, 2012; 최민아, 2014; 申丹, 2011).

그러나 연구대상이 2007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한국의 국정교과서와 “전일제 의무교육 수학과

정 표준(2001년)”이 적용된 중국의 인민교육출판

사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두 나라 모

두 이전교육과정이 적용된 수학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현행교육과정이 적용된 수

학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과 중국의 교과서에

서 분수의 개념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수학적 개

념에 따라 분수 개념의 지도 시기와 순서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 분수의 양적 개념에 따른 분수

의 지도방법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 

가. 한국

한국은 2009개정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시행중이다. 한국의 수학교육과정(2012)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학은 “수와 연산, 도형, 측

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 분수는 “수와 연산” 영

역에서 자연수, 소수와 함께 개념과 사칙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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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도록 하고 있다(p.2). 분수는 3~4학년군에서 

처음 다루고 분수의 연산 중 덧셈과 뺄셈을 학

습하며, 5~6학년군에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포함한 사칙연산을 다루고 있다(p.4). 초등학교 

3~4학년군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내용 성취기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수 개념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면 “양의 등분할,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

수, 대분수,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등이 있고, 5-6학년군에서는 “분수의 성질,

크기가 같은 분수, 분수의 약분과 통분,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 비교, ‘(자연수)÷(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등이 있다(p.17,

22-23).

나. 대만

대만은 쑨중산(孫中山)이 중화민국정부를 선언

한 1912년을 중화민국 원년으로 하여 민궈(民國)

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학제에서도 이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대만의 수학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9년 일관 교육과정강요(國民中小學

九年一貫課程綱要)”에 따라 민궈(民國) 92년(2003

년) 공포하였고, 민궈(民國) 97년(2009년) 개정된 

수학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며 개정된 교육과정

은 민궈(民國) 100학년도(2011학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개정된 내용 중 분수에 해당하는 부

분을 살펴보면, 2학년에서 다루던 ‘단위분수’개

념이 3학년으로 이동하였다(臺灣敎育部, 2008).

민궈(民國) 100년(2011년), 대만 총통이 “12년 

국민 기본 교육”의 원년을 선포하고, 민국 103년

(2014년) 8월 1일에 전면실시 할 것을 결정하였

으나(國家教育研究院, 2014), 교과별 세부 교육과

정은 민궈(民國) 106년(2017년) 완성 예정이며 민

궈(民國) 107년(2018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2년 국민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현재 교과 교육과정은 “97 개정교육과정”을 따

르고 있다. 이는 “97강요(綱要)”라고도 하며, 현

재 2학기까지 97강요가 적용된 것은 1~4학년 교

과서이다. 따라서 대만 교육과정에서도 1~4학년

에 제시된 분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수학교육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초등학교 1~2학년, 2단계는 초등학교 

3~4학년, 3단계는 초등학교 5~6학년, 4단계는 중

학교 1~3학년으로 우리나라의 학년군 개념과 유

사하다. 수학 내용 영역은 “수와 양(數與量), 기

하(幾何), 대수(代數), 통계와 확률(統計與機率),

연결(連結)”의 5개의 대주제(五大主題)로 구성되

어 있다. “수와 양”은 “수와 계산, 양과 실측”으

로 구분하며, 분수는 소수와 함께 유리수의 표현 

형식으로서 다루고 있다. 분수에 관한 성취기준

은 2단계에서 처음 등장하며, 분수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분수의 인식,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동분모분수의 비교, 동분모분수의 덧셈과 뺄셈,

정수끼리 서로 나누기(整數相除), 동치분수”가 

있다(pp. 25, 27). 학년별로 세부화 된 성취목표

를 살펴보면, 3학년에서 분수의 인식을, 4학년에

서 “정수끼리 나누기(整數相除)”를 비롯한 분수

의 종류, 동분모분수의 비교, 덧셈 뺄셈 및 정수

배의 계산, 동치분수, 이분모분수의 비교, 분수의 

수직선 표기를 다룬다(pp. 25, 27).

다. 중국

중국은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계획 

요강(2010~2020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학과 

교육과정 표준을 수정하여 “의무교육 어문(义务
教育语文) 등 교과교육과정표준(2011년판)”을 발

의하였고, 2012년 가을학기부터 시행하였다. 수

학 교육과정의 정식 명칭은 “의무교육 수학 교

육과정 표준(义务教育数学课程标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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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9년의 학습시기

를 학생의 신체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3개의 단계(学段)로 나누었다. 제1단계는 1~3학

년(초등학교 1~3학년), 제2단계는 4~6학년(초등학

교 4~6학년), 제3단계는 7~9학년(중학교 1~3학년)

이다. 내용영역은 “수와 대수(数与代数), 도형과 

기하(图形与几何), 통계와 확률(统计与槪率), 종

합과 실천(综合与实践)”으로 나누어진다. 분수는 

“수와 대수”영역에서 다루며, 제1단계에서 분수

의 초보인식, 동분모분수의 크기 비교, 동분모분

수의 덧셈과 뺄셈을, 제2단계에서 분수의 의의

(意义), 분수의 사칙연산과 혼합연산을 다루고 

있다(pp. 4-5).

2. 분수 개념의 교수학적 분석

한국, 대만, 중국의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분수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

여 각 국의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분수 개념을 

살펴보았다.

가. 한국

한국의 지도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수의 개념

을 “양으로서의 분수, 비로서의 분수, 나눗셈 몫

으로서의 분수”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c;

교육부, 2015d).

3학년 1학기(이하 3-1) 지도서(2014c)에서는 분

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하

였다. 양으로서의 분수는 “단위를 등분 한 것

이 개가 모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리수의 

고유 개념인 특정 양으로서의 분수 


”이다(p.

367). 연속량, 이산량의 등분할(전체-부분)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후에 나눗셈의 몫으로서의 분수 

개념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p. 369). 즉,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는 수학적 의미에서 양(量)으로

서의 분수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분수

의 의미를 양으로서의 분수와 비로서의 분수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비로서의 분수는  “기

준량 에 대한 비교량 의 비율, 즉 ‘:’이

라는 비의 값(비율)으로서의 분수 


”으로 표현

하고 있다(p. 367). 그러나 교육과정을 보면 비율

은 5~6학년군 규칙성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p. 6,

26), 3-1지도서에서도 비로서의 분수는 비와 비

율 단원에서 지도함을 밝히고 있다(p. 369). 따라

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수의 

개념은 “양으로서의 분수”임을 알 수 있다.

3-2 지도서(2014d)에서는 분수 학습을 분수 개

념, 분수의 계산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수 개념을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로 나누어 제시하

고 있다. 특히 “는 의 


”의 형태로 제시하는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를 강조하여 그 동안 

수학 교과서에서 이산량을 지도할 때 “묶어 나

눈 양으로서의 분수”개념으로 지도했을 경우 생

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가분수개념

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p. 229-233). 또한 학생

들이 주어진 전체를 “1”로 보는 경향에 대해 언

급하며 이로 인해 가분수와 동분모의 덧셈과 뺄

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 방안으

로 전체 1을 명확히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하였다(p. 234). 그러나 “전체”가 주어진 양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준이 되는 단위로도 

사용되는 등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도서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나. 대만

대만의 지도서에서는 분수를 지도하기 위한 

개념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3학년 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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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이하 3上) 지도서(2014c)에서는 등분할과 측

량(測量)활동을 통해 분수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의도를 밝히고, “간단분수(簡單分數), 등분할(等

分), 단위량(單位量), 단위분수(單位分數)”개념을 

제시하고 있다(pp. 183-184). 3下 지도서(2015c)에

서는 “진분수, 동치분수, 1과 단위분수의 합성”

을 제시하고 있다(p. 53). 4上 지도서(2014d)에서

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pp. 190-192), 4下

지도서(2015d)에서는 동치분수, 간단한 이분모분

수의 비교, 분수와 소수의 호환, 정수끼리 서로 

나누기(整數相除)한 결과를 분수로 표시하기, 분

수 수직선(數線) 등을 제시하고 있다(pp. 165).

3上 지도서(2014c)에서 제시한 개념 중 “단위

량(單位量)”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 

지도서에서는 명시하지 않는 개념으로, 분수에서 

“1”에 해당하는 양을 지칭하며 “전체량(整體量)”

이라고도 한다(p. 183). 둘째, 연속량 뿐 아니라 

이산량의 “1”에 해당하는 양을 표현하는 단위이

다. 연속량의 경우 피자 한 개, 케익 한 줄과 같

이 한 개의 완전한 단위를 칭하고, 분수로 나타

낼 때에는 “피자 

개”와 같이 표현한다. 반면,

이산량에서는 8개 들이 “한 상자”와 같이 새로

운 단위를 제시하며, 1개는 

상자, 2개는 


상

자로 표현하여 연속량과 이산량의 분수 개념 표

현의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단

위량의 중요성은 3下 지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

는데, 단위량이 달라지면 동일한 분수로 표현하

여도 실제량은 다르므로 “단위량”을 확인할 것

을 강조하고 있다(p. 53).

3下 지도서(2015c)에서는 단위분수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분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단위분수

는 전체량을 m부분으로 나눈 것 중 하나로, 진

분수는 단위분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지도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단위분수의 개

수가 분할한 개수와 일치하였을 때 1과 같아진

다는 “1과 단위분수의 합성”을 지도한다(p. 53).

4上 지도서(2014d)에서는 이를 “분수는 단위분수

를 누적한 결과”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누적 결

과가 1보다 작으면 진분수, 1과 같거나 크면 가

분수와 대분수라고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 191).

4下 지도서(2015d)에서는 “동치분수, 분수의 

크기 비교”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두 

개의 분수를 비교 할 때 크기 비교를 위한 단위

량은 기준단위량(基準單位量)으로 표현하고 있다

(p. 166).

대만의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분수 개념은 단위

량(또는 전체량), 단위분수의 개수를 세는 측정

개념을 이용한 “양으로서의 분수”라 할 수 있다.

다. 중국

중국의 3학년 상(上)학기(이하 3上) 지도서

(2014b)에서는 3上과 5下에서 다루는 분수의 개

념과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3上에서 “부분-

전체”의 관점에서 분수를 인식하고, 5下에서 이

를 기초로 측량, 비, 몫 등의 관점에서 분수의 

함의를 인식하도록 하고자 하였다(p.209). 한국,

대만 지도서와 비슷한 관점을 보이고 있으나, 중

국 5下 지도서에서는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의미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 지도서에서는 양으로서의 분수를 전체-

부분으로서의 분수로 보고, 비의 분수와 구분하

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5下 지도서

(2015b)에서는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를 율(率)

과 양(量)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학생이 분수를 학습할 때 하나의 물체를 등분할

(平均分)하는 행위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

용하여 새로운 수를 인식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행위(行为)의 분수”로 칭하고 있다. 이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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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로 표기하는 “정의(定义)한 분수”와 구

분하고 있다. 또한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분

수는 “등분할(平均分)”과 “측량(测量)”으로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등분할을 통해 부분과 전

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율(率)의 관점이며,

새로운 측정단위인 도량단위를 세어가는 것은 

양(量)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163).

즉, 한국 지도서에서는 “단위를 등분 한 것

이 개가 모인 것”을 “양으로서의 분수”로 제시

한 반면, 중국 지도서에서는 “단위를 등분 한 

것이 개가 모인 것”을 율(率)과 양(量)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었으며 한국 지도서에서 “양으로

서의 분수”로 보았던 개념은 율(率)로, 대만 지

도서에서 제시하는 측정 개념을 양(量)으로 표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지도서에서 “비로서의 분

수”를 비의 값(비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

5下 중국 지도서에서는 비(比)와 나누기(除法)를 

분수 개념과 연관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하며 

“비의 값(比值)”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지도서 5下(2015a)의 내용 체계표를 살펴

보면 분수의 의의(意义)에서 “단위(单位) 1”과 

“단위분수(分数单位)”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1”

은 대만에서 “단위량”으로 제시하는 개념과 유

사하며, 단위분수와 함께 교과서에서 중요한 분

수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p. 46).

세 나라의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분수 개념을 

살펴보면 세 나라 모두 하나의 단위를 등분할하

여 분수 개념을 지도하는 “전체-부분으로서의 분

수”, 즉 “양으로서의 분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교수학적 개

념의 차이 또한 드러나고 있다. 첫째, 단위를 

등분 한 것이 개가 모인 것을 한국은 “양으로

서의 분수”라 하고 “비로서의 분수”와 구분하는 

반면, 대만은 단위분수를 이용한 측정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율(率)과 양(量)”의 관점

을 구분하되 한국에서 “양으로서의 분수”로 제

시한 개념은 “율(率)”로, 대만 지도서와 같이 측

정으로 제시한 개념은 “양(量)”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둘째, 한국 지도서에서는 등분할하기 위한 

대상인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

지 않으나, 대만은 “단위량(單位量)”을, 중국은 

“단위(单位) 1”을 제시하여 이산량의 분수를 지

도하기 위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

서에 드러난 분수 개념 지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수 지도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 각 국의 교과

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교과서에 제시한 분수 개

념과 그 의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지도서를 참고하였다.

가. 한국 수학 교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등학교 수학 교과서 중에서 분수 개념이 드러나 

있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5

학년 2학기 교과서와 지도서를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나. 대만 수학 교과서

본 연구에서는 민궈(民國) 97학년도(2008년)에 

개정된 “초중등학교 9년 일관 교육과정강요 수

학학습영역(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數學學

習領域)”에 따라 민국(民國) 2014년~2015년에 발

행한 1~4학년 수학교과서 중 분수 개념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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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3~4학년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러 출판사 중 2014년에 1학년 수학 교과서

부터 6학년 수학 교과서까지 모두 심정을 통과

하여 지도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는 캉

쉬안(康軒)과 난이(南一)출판사의 교과서이다. 이 

중 교과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36.38%), 온

라인에 전자교과서를 공개하고 있는 캉쉬안(康

軒)출판사의 교과서와 지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康軒教育網，2011; 徐偉民, 柯富渝,

2014 재인용).

다. 중국 수학 교과서

중국 수학 교과서도 대만 교과서와 마찬가지

로 심정(审定)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출판사

의 교과서 중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런민쟈오위(人民教育)출판사의 교

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

구 대상은 “의무교육 수학 교육과정 표준(义务教
育数学课程标准)(2011년판)”을 따르고, 2013년 심

정(审定)을 통과한 렌민쟈오위(人民教育)출판사

의 “의무교육교과서 수학” 3학년 上학기, 5학년 

下학기 교과서와 지도서이다.

2. 분석 범위

가. 분수의 개념

강완(2014)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

육과정을 적용한 한국의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

하는 분수 개념을 분석하여 분수의 학습을 <분

수의 개념>과 <분수의 계산>으로 나누고, 분수

의 개념은 (1) 전체-부분 관계로서의 분수, (2)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 (3) 나눗셈 몫으로

서의 분수라는 세 단계를 거쳐 학습이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또, 분수 개념의 학습을 위한 세부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pp. 468-469).

① 똑같이 나누기
② 전체와 부분
③ 분수 표기
④ 단위분수의 몇 배
⑤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
⑥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⑦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
⑧ 수직선 위의 분수
⑨ 자연수의 분수 배
⑩ 자연수를 몇씩 묶어 나눈 

양으로서의 분수
⑪ 동치분수

⑫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⑬ 분수의 종류

(진분수, 가분수)

⑭ 동분모 진분수의 합과 차
⑮ 분수의 종류(대분수)

⑯ 가분수, 대분수의 호환 
표기

⑰ 동분모분수의 크기 비교
(가분수, 대분수)

⑱ 동분모분수의 합과 차
(가분수, 대분수)

⑲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위의 분류체계는 한국의 분수 개념 지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대만과 중국의 교과서에서 제시

하는 분수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 단위분수 개념이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⑥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외에는 단위분수 개

념을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으나, 대만의 경우 한

학기동안 단위분수를 강조하여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분수 또한 “전체와 부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② 전체와 부분(단위분수)”와 같이 

표기 하였다.

둘째, 연속량의 분수와 이산량의 분수이다. 세 

나라 모두 분수의 초기 개념(가분수를 학습하기 

이전)에서 연속량과 이산량의 분수 두 가지 방

법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속량의 분

수를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로, 이산량의 분

수를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로 지도하고 

있어 이를 구분 할 필요가 없으나, 대만과 중국

은 이와 다른 분수 개념으로 지도하고 있다. 따

라서, 단위분수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연속

량과 이산량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셋째, 동치분수 개념의 중요성이다. 동치분수

는 한국과 중국의 5학년 교과서에 “크기가 같은 

분수”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고, 주로 공배수와 

공약수를 이용한 분모의 “약분과 통분”을 학습

하기 전에 다루고 있다. 반면, 대만 교육과정

(2008)에서는 4학년 세부 성취목표에서 “동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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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等值分数)”라고 분수의 개념을 따로 명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분수 개념 중 하나이다(p. 27).

따라서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두 자연수 관계

로서의 분수,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외에도 동

치분수를 분수 개념에 포함하여 분수 개념의 지

도 시기와 순서를 살펴보았다.

나. 분수의 내용범위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는 크게 

① 분수의 개념(전체-부분, 두 자연수 관계로

서의 분수,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동치분수)

② 분수의 종류(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다. 소수를 비롯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

도하는 분수와 소수의 호환 표기, 약분과 통분,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3. 분석 방법

가. 지도 시기 및 지도 순서

분수의 개념에는 “측정, 수세기, 나눗셈”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수 개념

을 어느 시기에 지도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 가지 분수 개념이 다른 분수 개념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분수 개념을 어떤 

순서대로 제시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대만, 중국의 수학 교과서에서 분

수 개념을 지도하는 단원을 추출한 후,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며 분수의 개념 지도를 위한 세부 

활동을 <표 III-1>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분

수 개념이 드러난 부분, 즉 “전체와 부분, 두 자

연수 관계로서의 분수, 분수의 종류, 나눗셈 몫

으로서의 분수, 이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에 해

당하는 내용은 음영처리 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

으로 하여 분수의 지도 시기와 분수의 개념 지

도 순서를 비교하였다.

나. 분수의 양적 개념

지도서를 보면 세 나라 모두 양으로서의 분수

로 분수 개념을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개

념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분수 개념 지도 

방법은 달라지므로 각 나라의 교과서에서 어떠

한 양적 개념을 사용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었

다. 각 교과서의 문장제 문제에서 제시하는 실생

단원명 차시 차시명 쪽수 세부 활동

6.분수와 

소수

2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4 ① 똑같이 나누기

3 전체와 부분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2 ② 전체와 부분

4 분수를 알 수 있어요 4 ③ 분수 표기

5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2
② 전체와 부분(연속량)

③ 분수 표기

6 


는 

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2 ④ 단위분수의 몇 배

7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1) 2 ⑤ 동분모 진분수의 크기 비교

8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2) 2 ⑥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표 III-1> 한국 3-1 수학 교과서의 분수 지도 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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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소재, 시각적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

루고자 하는 양적 개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시각적 모델의 종류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각 나라의 지도서에서 제시하

는 분류 방식이 모두 달랐다. 대만의 교육과정에

서 제시한 분수의 모델은 원형모델과 선형모델

이다. 그러나 실제 수학 교과서에서는 더 많은 

형태의 시각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이 두 가

지 모델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림 III-1] 중국의 분수의 시각적 모델의 종류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4b, p. 211)

[그림 III-2] 중국 5下에서 제시한 실물모형의 예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5a, p. 45)

한국의 분수 개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

부분 수직선 모델, 분수띠 모델, 원 모델, 사각형 

모델, 이산량 모델로 분류하고 있다(배종수,

2002). 원 모델과 사각형 모델의 경우 도형을 등

분할하여 면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영역모델이라

고 하며(강태석, 2001; 방정숙, 이지영, 2009), 여

러 가지 도형을 사용하므로 도형 모델로 칭하기

도 한다(정은실, 2009). 중국의 5下지도서에서는 

[그림 III-1]에 제시한 것과 같이 넓이모형(面积模
型), 집합모형(集合模型), 수선모형(数线模型) 그

리고 [그림 III-2]와 같은 실물모형(实物模型)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원 모델과 사각형 모델은 영역 모델,

또는 도형 모델로 중국에서 제시하는 넓이 모델

로 볼 수 있다. 또한 세 나라 모두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원과 사각형 외에도 다양하므

로 이를 “도형 모델”로 분류하고 괄호 안에 도

형의 형태를 표기하였다. 중국의 실물 모형은 월

병이나 사과 등으로 평면도형이나 수직선 개념

이 아니며, [그림 III-2]에서 2개로 등분할하기 위

한 대상으로 제시한 토마토, 월병, 과자처럼 입

체로 표현하고 있다.

단원
명

활동
양의 
개념

시각적 모델 소재

9.

분수

1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도형(원)

분수띠

도형(직사각형)

도형(원, 삼각형)

喜甁(결혼축하떡)

리본

.

.

2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연속량

도형(원)

도형(원)

분수띠

실물

도형(원)

도형(원)

도형(정사각형)

도형(정사각형)

도형(정사각형)

酥餠(구운과자)

酥餠(구운과자)

리본

카스테라

피자

悤油餠(파기름떡)

.

.

.

3

이산량

이산량

이산량

이산량

이산량

이산량

.

이산량

이산량

이산량

이산량

이산량

껌 /한통

연필/한상자

계란/한판(10개)

아이스바/한상자

귤/한상자

카스테라/한상자

<표 III-2> 대만 3上 분수 개념 지도 문항 분석  



- 580 -

이는 한국에서 제시하는 모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시각적 모델에 포함하였다.

중국 지도서에서 제시한 집합모형은 한국의 이

산량 모델, 수선모형은 한국의 수직선 모델에 해

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시각적 모델은 실

물 모델, 도형 모델, 분수띠 모델, 수직선모델(선

단도 포함), 이산량 모델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한국, 대만, 중국의 교과

서 장면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2>와 

같이 정리하였다. 양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문

항은 점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대만의 경우 이

산량의 분수를 지도할 때 단위량을 항상 제시하

므로 소재를 기록할 때 측정 대상과 기준단위량

을 함께 제시하였다.

Ⅳ. 분석 및 논의

한국, 대만, 중국의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

과 각 나라에서는 [그림 IV-1]과 같은 시기와 순

서로 분수 개념과 분수의 종류를 지도하고 있었

으며, 한 가지 분수 개념을 지도할 때 다른 분수 

개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주요 분수 개념을 설

명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분수 개념은 “-”를 

사용하여 아래에 표시하였다. 또한, 각 분수의 

개념을 학습할 때 제시하는 양적 개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괄호 안에 연속량과 이산

량을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1. 한국

가.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한국 수학 교과서에서는 3-1(2014a)에 분수 개

념을 도입한다.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 

1은 


”로 분수를 지도하고 있고, 한 차시 안에 

한  국 대  만 중  국

3-1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3上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3上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3-2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이산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3下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이산량)
3上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이산량)

  

3-2

분수의 종류(연속량, 이산량)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이산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4上

분수의 종류(연속량,이산량)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5下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연속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이산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이산량)

  
5-1

동치분수(연속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4下

동치분수(연속량, 이산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5下

분수의 종류(연속량)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5-2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연속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연속량)

4下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연속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5下
동치분수(연속량)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그림 IV-1] 한국, 대만, 중국의 분수의 개념과 분수의 종류 지도 시기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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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 

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p. 198-199). 3-1 지도서(2014c)에서 제시한 

“단위를 등분 한 것이 개가 모인 


”의 형

식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도입부터 단위분수

와 단위분수가 아닌 진분수를 함께 제시하고 있

다(p. 367). 이는 대만 교과서와 중국 교과서에서 

분수 개념을 도입할 때 단위분수만을 제시하는 

것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3~5차시에서 “단위를 등

분 한 것이 개가 모인 


”으로 학습하다가,

6~7차시에서 “단위분수의 몇 배, 동분모 진분수

의 크기 비교”를 할 때 단위분수를 사용하여 분

수 개념을 학습한다는 것이다(pp. 196-203,

204-207). 즉, 분수를 도입할 때는 “등분 한 것

이 개가 모인 


”을 학습하고, 이후에 “


이 

개가 모인 


”과 같은 형태로 분수를 제시하

고 있다. 단위분수를 사용한 분수 개념은 3-2에서

이산량의 분수를 지도하고 난 후, ⑧ 수직선 위의

분수, ⑬ 분수의 종류(진분수, 가분수), ⑱ 동분모

분수의 합과 차를 지도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나.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이산량)

한국은 3-2에 이산량의 분수를 학습한다. ②

전체와 부분→⑦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

⑩ 자연수를 몇씩 묶어 나눈 양으로서의 분수의 

과정을 거쳐 이산량의 분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두 자연수의 관계로서의 분수로 형식화

하는 과정에서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도형(연속량)을 등분

할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3-1에 학습한 연속량의 

분할을 복습한 뒤, “5는 12의 


”와 같이 두 자

연수 관계로서의 분수를 학습하고 있다. 이는 연

속량의 등분할에서 이산량의 등분할로 진행하는 

과정이자,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 3개는 


”,

“3개는 4개의 


”을 이용하여 “3은 4의 


”으로 

분수를 형식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 묶음의 단위 설정이다. 이산량으로 분수

로 표현할 때, 12개 중 2개에 해당하는 양을 




로 표현할 것인지 


로 표현할 것인지의 문

제가 생긴다. 강완(2014)은 이를 “묶음의 단위 

지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는 “12개 중의 2개”로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2개를 하나의 묶음

의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6묶음 중 1묶음”이 

되어 

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였다(p. 471).

다. 분수의 종류(가분수, 대분수)

한국은 3-2에서 이산량의 분수를 학습한 뒤 바로

가분수와 대분수, 즉 분수의 종류를 학습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지도하고 있다.

첫째, “은 의 


”이라는 두 자연수의 관

계로서의 분수 개념이다. 이산량의 분수를 배울 

때 도입하며, 분수의 형식화를 학습한 뒤 가분수

와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개념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둘째, 단위분수의 누적 개념이다. ④ 단위분수

의 몇 배와 ⑧ 수직선 위의 분수를 통해 학습하

여 “1+(진분수)”와 같이 대분수 개념 형성에 도

움을 주고 있다. 이는 “


이 개 모인 


” 개



- 582 -

념에 해당한다.

라. 동치분수

[그림 IV-2] 한국 5-1 크기가 같은 분수 

(교육부, 2015a, p. 75)

동치분수는 한국 교과서에서 “크기가 같은 분

수”로 표현하고 있다. 3-2 교과서(2014b)에서 ⑧

수직선 위의 분수를 학습할 때 같은 크기의 분

수를 수직선에 표시하고 쓰는 활동이 있고(p.

113), 5-1 3. 약분과 통분에서 2~3차시에 걸쳐 학

습한다. 5-1 교과서에서는 원과 막대를 분할하며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가 

같음을, [그림 IV-2]와 같은 수직선을 이용하여 

분모를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모의 크기가 같음

을 학습한다. 원과 막대를 분할하는 과정은 분모

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크기는 동일하다는 

분수의 성질을, 수직선은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

를 나누어도 크기는 같다는 분수의 성질을 알 

수 있는 시각적 모델에 해당한다.

마.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그림 IV-3] 한국 5-2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지도에 사용한 분수띠 모델 (교육부, 2015b, p. 88)

강흥규(2014)는 한국 수학 교과서에서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는 중요성에 비해 지도 시기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pp. 430-431). 또한, 강

완(2014)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에서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가 “곱셈 변환”으로

만 다루어진 것과 곱셈변환에서 사용하는 도식

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pp. 474-478).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한국 교과서에

서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는 5-2 3단원 분수의 

나눗셈 앞부분에서 2차시에 걸쳐 지도하는데, 곱

셈변환을 먼저 학습한 뒤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

수를 다룬다. 곱셈변환에서는 [그림 IV-3]과 같이 

1에 해당하는 분수 막대 3개를 분리하여 제시하

고 있으며, 이를 각각 등분할한 뒤 다시 모으는 

과정을 통하여 3÷5=


+


+


=3×


를 직관적으

로 학습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나눗셈 몫으로서

의 분수에서는 이산량과 가분수 학습에 사용한 

분수 개념인 “은 의 


”의 개념을 다시 도

입하고 있다.

2. 대만

가.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이산량)

대만도 양적 개념으로 분수를 다루고 있으나,

한국과는 관점이 다르다. 교육과정(2008)에서 전

체-부분, 측정 등 분수의 네 가지 의미를 밝혔으

나, 분수의 최종 개념은 “나눗셈의 몫으로 표현

되는 수의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교과서에

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p. 185-186). 3학년에서

는 측정의 관점에 따라 “단위분수”와 “단위분수

의 몇 배”를 통해 단위분수와 진분수를 학습하

고 있으며,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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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모인 


”으로 다루고 있다. 대만은 한

국과는 달리 연속량과 이산량의 분수를 모두 이 

개념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이산량의 분수를 지도 할 때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이 모호해지므로 두 자연

수 관계로서의 분수로 지도하였다. 반면, 대만에서

는 이산량의 분수를 지도할 때 “단위량(單位量)”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중 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 8개가 한 상자에 담겨 

있을 때, 초콜릿 1개는 

상자라는 식이다. 이산량

인 초콜릿을 세는 단위와 이산량 전체를 규정하

는 “상자”라는 또 다른 단위를 동시에 제시함으

로서 전체 개념의 모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림 IV-4] 대만 3下 분수 표현은 같으나 

단위량에 따라 실제 양이 다른 문항

(康軒文敎事業股份有限公司, 2015a, p. 38)

분수를 나타낼 때 단위량이 달라지면 실제량

은 달라진다. [그림 IV-4]는 오빠와 여동생이 각

각 피자의 

씩 먹었지만, 오빠가 먹은 해산물 

피자의 크기와 동생이 먹은 야채피자의 크기가 

다르므로 실제 먹은 양도 다름을 지도하는 장면

으로 단위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분수의 종류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개념은 4上에서 분수

의 종류(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지도할 때에

도 사용하고 있다. “


이 개 모인 


”으로 

가분수를 지도하며, 이는 “


이 개 모이면 1

과 같다”는 개념으로 이어져 대분수 지도에서도 

사용된다.

다. 동치분수

[그림 IV-5] 대만 4下 동치분수(연속량)

(康軒文敎事業股份有限公司, 2015d, p. 100)

한국 교과서의 이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는 단

위분수만을 비교하고 있다. 반면, 대만 교과서에

서는 ⑪ 동치분수→⑳ 이분모분수의 크기비교 

순으로 단위분수와 단위분수가 아닌 이분모의 

크기비교를 모두 지도한다.

단위분수 크기 비교 개념은 ⑪ 동치분수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연속량과 이산량의 

동치분수를 구분하여 단위분수의 분모의 크기 

변화를 다루고 있다. 연속량의 동치분수는 [그림 

IV-5]와 같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는 확분(擴分)을 경험하며, 분할

할수록 단위분수의 크기가 작아지는(분모의 크

기가 점차 커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

였다. 시각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은 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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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비슷하나, “확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그림 IV-6] 대만 4下 동치분수(이산량)

(康軒文敎事業股份有限公司, 2015d, p. 100)

대만 동치분수의 특징은 이산량으로 동치분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 

IV-6]과 같이 “상자(盒)”라는 단위를 “단위량” 개

념으로 사용하기에 가능하다. 12개들이 녹두떡 

한 상자에 들어있는 8개의 녹두떡은 12부분(份)

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 8부분이므로 


상자이

고, 6부분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 4부분이므로 




상자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약분(約分)을 

경험하고, 한 부분(份)의 이산량 개수가 1개, 2

개, 4개로 많아질수록 단위분수의 크기가 커지는

(분모의 크기가 작아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

다. 한국에서는 이를 [그림 IV-2]와 같이 수직선

(연속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분자와 분모를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같음을 지도

할 때 한국은 연속량, 대만은 이산량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양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라.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그림 IV-7] 대만 4下 몫으로서의 분수에서 

제시한 도형 모델 (康軒文敎事業股份有限公司,

2015b, p. 105)

대만에서는 모든 분수 개념을 학습한 후에 4

下에서 최종적으로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를 

다룬다. [그림 IV-7]을 보면 큰 떡 4개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분배과정으로 지도하고 있는

데, 왼쪽은 4개를 각각 3등분하고 한 조각씩을 

모은 “


이 개 모인 


”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시각적 모델은 도형 모델

(원)로, 대만 교육과정(2008) 부록에 실린 해설에

서는 이 모델을 사용할 때 학생들에게 나누어진 

각 부분, 즉 떡 

개 4조각을 합하는 과정을 제

시해야 한다고 하였다(p.88).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각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은 

색으로 칠하였는데,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이 가지는 양을 

이 아닌 


로 인

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은 분수의 종류를 학습하고 난 후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를 지도하므로 가분수와 

대분수의 호환을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로 표

현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다. [그림 IV-7]에서 이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왼쪽그림에서는 

떡 

개 4조각을 모아 한 사람이 


개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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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분할하지 않은 떡을  

하나씩 나누어가진 후 남은 하나를 세 사람이 

등분할하여 

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와 




이 같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가.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연속량)

중국은 “수”로서의 분수를 강조하며, 학생들이 

분수를 “수”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연

구도 있다(刘加霞, 2011). 이 연구에서는 “


은 




이 개”임을 세는 과정을 통해 분수를 수로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과

서의 분수지도 과정에 이러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3上 교과서에서는 전체-부분으로서의 분

수를 대만과 같이 “


이 개 모인 


”, 즉 부

분(份) 수인 “단위분수”와 “단위분수의 몇 배”

개념으로 지도하고 있다. 다만 대만에서는 3학년

에서 단위분수만을 다룰 때 연속량과 이산량을 

모두 제시하는데 비해, 중국은 3上에서 단위분수

와 단위분수의 몇 배 개념에서 연속량을, 분수의 

응용에서 이산량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이산량)

[그림 IV-8] 중국 3上 이산량의 분수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4a, p. 100)

중국은 5下 교과서(2015a)에서 “단위(单位) 1”

을 정의할 만큼 “단위(单位) 1”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p. 46). 이는 대만의 단위량에 해당하는 개

념이며, 이산량의 분수를 지도할 때에는 암묵적

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만과 같이 이중 단위를 

제시하지 않으며, [그림 Ⅳ-8]과 같이 임의의 묶

음으로 “단위 1”을 따로 표시하고 있다. “사과 6

개를 3부분(份)으로 똑같이 나누면, 사과 1부분

은 총 수의 


, 2부분은 


”와 같은 형식으로 

이산량의 분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한

국의 “몇 씩 묶어 나눈 분수”에 가까우나 중국 

교과서에서는 그 과정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

고, 대신 “단위 1”을 등분할하고 “부분(份)”이 몇 

개인지 세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산량 또한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로 지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9] 중국 3上 분수 표현은 같으나 

단위에 따라 실제 양이 다른 문항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4a, p. 103)

분할의 대상이 되는 “단위 1”은 대상이 달라

지면 분수표현이 같아도 실제 수량이 달라진다.

대만 교과서에서는 [그림 IV-4]와 같이 단위량이 

다른 연속량을 제시한 바 있는데, 중국 교과서에

서는 [그림 IV-9]와 같이 이산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본 차시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연습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그림에서 

에 해

당하는 만큼 색칠하는 활동을 통해 “단위 1”이 

5개인 경우 

에 해당하는 양은 3개, 10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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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6개로 “단위 1”의 양이 달라지면 분수 표기

는 같아도 실제 수량이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다.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와 분수의 종류

[그림 IV-10] 중국 5下 몫으로서의 분수에서 

제시한 실물 모형(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5a, p. 49)

중국은 한국, 대만과는 달리 분수의 종류를 5

下에서 가장 늦게 다루고 있으며, 유일하게 이산

량을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로 다루고 있다. 이

는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를 다른 교수학적 개

념을 사용하여 지도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를 두 가

지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다.

첫째, [그림 IV-10]과 같이 개를 명에게 분

배하는 과정에서 “


이 개 모인 


”으로 지

도하는 방법이다. 지도 방법은 대만과 같으나,

대만에서 제시한 시각적 모델은 [그림 IV-7]과 

같이 평면인 도형 모델(원)인 반면, 중국에서는 

[그림 IV-10]과 같이 실물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V-7]은 한 사람이 가져갈 각 부분을 합하

는 과정을 교사가 제시하여야 학생이 오개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각적 모델을 

평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림 IV-10]의 경

우 3개의 월병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자르는 활

동이 가능하고, 교사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

를 재배열하는 활동이 자연스러워 

이 3개 있

음을 인지하기 쉽다.

[그림 IV-11] 중국 5下 몫으로서의 분수(2)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5a, p. 50)

둘째, 이산량의 분수를 나눗셈의 몫으로 표현

하는 과정에서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와 전

체-부분으로서의 분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V-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샤오신

(小新)네 집에서는 거위 7마리, 오리 10마리, 닭 

2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거위의 수는 오리의 

몇 분의 몇입니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과정 중 우선 “읽고 이해하기(阅读和理解)”를 살

펴보면, 남학생이 “거위의 수는 오리의 몇 분의 

몇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라고 묻자, 여학생은 

“7마리가 10마리의 몇 분의 몇 인지 구하는 거

야.”라고 답하고 있다. 즉, 두 자연수 관계로서의 

분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과정인 “분석 

및 해답(分析与解答)”에서는 왼쪽에 있는 남학생

이 “10마리를 1개의 전체(整体)로 보고, 등분할

(平均分)하여 10부분(份)이 되면, 각 부분은 1마

리이므로, 7마리는 이 전체의 


이다.”라고 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여학생이 “분수와 

나눗셈의 관계에 근거하여 7마리가 10마리의 몇 

분의 몇인지 구할 수 있어. 7÷10을 이용할 수 

있어.”라고 하며 남학생이 말한 전체-부분으로서

의 분수를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개념과 연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를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 개념으로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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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전체 개념을 벗어나는 가분수나 대분

수를 지도하고 있지 않고, 한국이나 대만과는 달

리 분수의 종류를 가장 나중에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만 교과서

에 등장하는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를 이용한 

가분수와 대분수의 호환은 중국 교과서에서는 

분수의 종류에서 다룬다.

라. 분수의 종류

중국은 진분수와 가분수를 학습할 때 “단위 

1”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전체-부분으로서의 분

수 개념에 해당한다.

[그림 IV-12] 중국 5下 진분수와 가분수지도에

사용된 원 모형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5a, p. 53)

시각적 모델로는 [그림 IV-12]와 같이 단위 1

에 해당하는 원을 분할하여 제시하고, 이를 색칠

해보도록 하는데 이는 단위분수의 개수를 세는 

측정활동에 해당한다. 


은 

이 7개이므로 원 

하나를 다 색칠하고 또 다른 단위까지 칠해야 

한다. 이는 

이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환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림 IV-13] 중국 5下 가분수와 대분수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5a, p. 53)

중국은 한국이나 대만과 달리 나눗셈 몫으로

서의 분수를 학습한 후 분수의 종류를 학습한다.

따라서 [그림 IV-13]과 같이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 개념을 이용하여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

는 활동이 가능하다.

마. 동치분수 

[그림 IV-14] 중국 3上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4a, p. 97)

[그림 IV-15] 중국 5下 자연수와 크기가 같은 분수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5a, p. 53)

중국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동치분수

는 “1과 크기가 같은 분수”이다. [그림 IV-14]와 

같이 3上의 분수의 간단한 계산에서 “1-


”을 

학습하기 위해 1을 등분할하며, 1=


임을 도형 

모델(원)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장면은 [그림 

IV-15]와 같이 5下의 가분수와 대분수의 호환을 

학습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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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6] 중국 5下 동치분수

(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 2015a, p. 53)

진분수의 동치분수를 찾는 활동은 [그림 

IV-16]과 같이 5下에서 약분과 통분을 학습하기 

이전 “3. 분수의 기본성질”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한국과 비슷하다. 시각적 모델은 도형 

모델(사각형)을 분할하는 것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대만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 모델로 

“확분”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수를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분수의 성질에 

관한 시각적 모델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대신 

같은 수를 곱했던 것을 역으로 나누어보는 활동

을 제시하고 있다.

Ⅴ. 결 론

한국, 대만, 중국은 모두 양으로서의 분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등분할을 통한 “전체-부분으로

서의 분수”를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부분

으로서의 분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세 나라가 모

두 달랐고, 이로 인해 교과서에서 분수 개념을 

전개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부분으로서의 분수”개념을 세분하

여 정립해야 한다. 지도서에서는 양으로서의 분

수로 “단위를 등분 한 것이 개가 모인 


”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서 도입 부분에서도 

이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분수 지도 과정에서

는 “


이 개 모인 


”에 해당하는 활동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만에서는 “


이 

개 모인 


”만을 이용하여 분수 개념을 설명하

고 있고, 중국에서는 “단위를 등분 한 것이 

개가 모인 


”을 율(率)로, “


이 개 모인 




”을 양(量)이라하고 교과서에서는 양(量)적 

개념을 중심으로 분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체”에 관한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

다. 한국 지도서에서는 “전체”라는 용어를 분수 

개념에서 등분할의 대상으로 언급하면서도 학생

들이 주어진 양을 “전체”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다. 또한 분

수의 양적 개념에 따라 “전체”를 분할하는 방식

이 다르며, “전체”에 따라 분수의 표기가 달라지

거나 실제량이 달라진다. 특히 이산량을 지도할 

때 1에 해당하는 “전체”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

에서는 두 수 관계로서의 분수 개념을 통해 기

준이 되는 양(분모)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전체”에 해당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하고 있지 않다. 대만에서는 “단위량”, 중국에서

는 “단위 1”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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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Methods of Fractions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 Korea, Taiwan and China

Cho, Hyoung Mi (Seoul JeongDeok Elementary School)

Kang, 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ven though fractions make up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domain of numbers in

elementary math, it is difficult to teach or learn

them due to their different quantity concepts and

notation methods from natural numbers and their

various concepts. The didactic transposition of

fractions is thus important, a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didactic concepts of fractions used in

the South Korean textbooks for its research. This

study compared elementary math textbooks among

South Korea, Taiwan, and China and investigated

differences in the instructional time and order of

fraction concepts in the textbooks according to

their didactic concepts and also differences in the

instructional methods according to quantitativ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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