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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연수, 분수의 연산과 같은 초등 산술 지식이 비례 문제의 한 종류인 미지값 문제의 다양
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작과 스킴의 관점에서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 스킴으로는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스킴, 반복 분수 스킴, 나머지가 있는 단위 세그먼팅 스킴,
합성 단위에 대한 일반화된 반복 분수 스킴이, 조작으로는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스플리팅 조작, 단
위 세그먼팅 조작, 등분할 조작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가능한 양으로
서의 분수 개념이 자연수 포함제, 등분제 나눗셈 지식의 구조 안으로 내포되어 재구성되면서 비례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이 발달해 감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례 추론 능력을 구성하기 위한 발달에 핵심적인 이해
를 제시함으로써 비례 추론 관련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핵심어: 비례 추론, 미지값 문제, 개념적 분석, 스킴과 조작,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ABSTRACT. The aim of this scheme-theoretic study is to present a conceptual analysis on how arithmetic knowledge
of whole number and fraction can be used in various solutions to a missing value problem involving a proportional
relationship. The missing value problem analyzed in this study is the type of problem in which literature reports that
students have difficulties reasoning with quantitative structures embedded. Four schemes (splitting scheme for composite
units, iterative fraction scheme, unit-segmenting scheme with a remainder, and general iterative fraction scheme for
composite units) and four operations (splitting operation for composite units, splitting operation, unit-segmenting
operation, and equipartitioning operation) emerged as essential constructs in solving of the missing value problem using
different ways. Our conceptual analysis of the problem suggests that students’ proportional reasoning would be
developed as their partitive and quotitive division knowledge is reorganized by embedding the concept of fractions as
measurable extents.
KEY WORDS: proportional reasoning, missing value problem, conceptual analysis, schemes and operations, splitting
operation for composit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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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ㆍ

(예, Lo & Watanabe, 1997; Saenz-Ludlow, 1994;
Tourniaire, 1986). 학생들은 형식적인 비례 문제

비와 비례는 초 중등 수학 교육과정에서 매

해결 방법을 배우기 전부터 비형식적 전략을 사

우 중요한 수학 개념이다(Kilpatrick, Swafford, &

용하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Findell, 2001;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Lamon, 1993, 1994; Lobato & Ellis, 2010), 문제

Mathematics, 2000). 초등 산술 교육과정에서 나

맥락에 대한 친숙도(예, Tourniaire, 1986), 이산량

눗셈 문제해결의 결과는 특수한 형태의 비라 할

과 연속량(예, Behr, Lesh, Post, & Silver, 1983),

수 있는 단위 비율의 암묵적인 표현으로 볼 수

비가 정수인지 아닌지(예, Karplus, Pulos, &

있고, 동치 분수나 분수 비교 문제를 해결하는

Stage, 1983; Noelting, 1980a, 1980b) 등의 조건에

과정은 비와 비례 관계를 비형식적으로 다루는

따라 비례 문제해결 정도가 달랐다. 국내에서도

것이라고 볼 수 있다(Son, 2013). 곱셈적 비교를

비, 비율, 비례 추론의 의미 및 요소 분석(Jeong,

통해 비례 관계에 포함된 구조적 유사성을 이해

2003b, 2013), 비, 비율, 비의 값 용어 정의에 관

하는 것은 이후 중등 교육 과정에서 도형의 닮

한 연구(Hong, 2013; Jeong, 2003a, Park, 2010),

음과 삼각비, 함수에서의 기울기와 미분계수, 확

학생들의 비례 사고 및 비례 문제해결 전략 탐

률에서의 비율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높은 수준

색(Chong & Jung, 2016; Kim & Pang, 2013; Ko

의 수학지식을 형성하는 초석이 된다(Confrey &

& Lee, 2007), 비례 추론 지도를 위한 교수법 및

Smith, 1995; Lamon, 2007, Lesh, Post, & Behr,

모델 연구(Seo, Pang, & Lee, 2017; Yim & Lee,

1988). Vergnaud(1994)는 비와 비례 관계를 자연

2015), 비와 비례 관련 교과서 분석 및 국제 비

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일차함수 등이 서로 밀

교 연구(Chong, 2015; Jeong, 2013; Kim & Paik,

접하게 연관된 곱셈 개념장의 일부로 서술하기

2010; Yim & Lee, 2015) 등과 같은 연구들이 비

도 하였는데, 이러한 비, 비례 개념의 복잡성과

와 비례 교육에 관련되어 수행되어 왔다.

앞서 지적한 수학 교육과정에서 비례 개념이 차

이상의 연구를 포함하여 학생의 비례 추론 수

지하는 넓은 위계적 범위는 비, 비례 관계를 이

준 또는 발달 단계에 관한 여러 연구도 수행되

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오랜 시간에 걸

어 왔으나(예, Kaput & West, 1994; Karen &

쳐 많은 노력을 통해 구성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Lesh, 2003; Noelting, 1980a), 스킴(scheme)과 조

어떤 학생이 비례식을 기계적으로 사용하거나

작(operation)의 관점에서 학생의 비례 추론 발달

분수식을 세우고 교차곱을 이용하여 비례 문제

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연수, 분수 지식이 비

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학생

례 문제해결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밝힌 연구

의 비례 추론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는 거의 없다. Nabors(2013)는 네 명의 7학년 학

(Lesh, Post, & Behr, 1988). 따라서 비례식의 형

생들과 교수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분수 지식을

식적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 교수 방식

형성하고 있는 조작들이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은 비례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적절한 이해를

기초가 됨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반복 합성 단위

보장할 수 없으며, 이에 많은 연구자는 자연수,

조정 스킴(iterable composite units coordinating

분수 지식과 같은 선행 지식을 활용한 비형식적

scheme)과 분수 부분 조정 스킴(fractional parts

해결 과정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

coordinating scheme)1)이 학생들이 비, 비율,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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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

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

능력, 즉 비례 추론에 관한 여러 정의가 제시되

상 학생들이 7학년이었음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

어 왔으나(Chong, 2015; Jeong, 2013; Karplus,

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논문에 제

Pulos, & Stage, 1983; Lesh, Post, & Behr, 1988),

시된 비례 문제도 미지값 문제나 비교 문제 등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두 양의 공

과 같은 전형적인 비례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변 관계에 주목하여 공변하는 두 양 사이의 변

않아 그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분수 지식의

하지 않는 곱셈적 관계를 구성하는 능력이다. 본

비례 문제해결 활용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라 볼

논문에서는 학생이 ‘비례 추론을 한다’라는 것에

수 있다.

대한 의미를 Lamon(2007)에 따라 “양의 공변과

본 논문에서는 교수실험과 같은 실증 연구의

비의 불변이라는 네 양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기초가 되는 개념적 분석을 통해 어떤 분수 스킴

대해 합당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p. 638)”으로

과 조작이 전형적인 비례 문제 종류의 하나인 미

규정하고, 비례 추론은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

지값 찾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계를 식별하고, 이 관계를 다른 두 양의 관계에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조작이란 물리적 행동이

확장하는 능력(p.638)”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내재화된 정신 행동이며(Hackenberg & Lee, 20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론’을 어떤 인지 주체가

스킴이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조직된 일련의

자신의 경험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

조작들이다(Hackenberg & Tillema, 2009). 스킴과

정에서 자신이 구성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

조작의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수학적 아이디어에

킴과 조작을 작동시키는 것(Hackenberg & Lee,

대해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

2015)으로 규정하므로, 비례 추론을 두 양 사이

를 이루는 지식을 인지 주체가 어떻게 구성해 나

의 곱셈적 비교를 통해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가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생성 모델을

다른 두 양의 관계에 확장하는데 필요한 스킴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hompson, 2008). 따

조작들을 구성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이들

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작과 스킴의 관점에서 자

을 총체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

연수, 분수의 연산과 같은 초등 산술 지식을 구성

으로 정의하겠다.

하는 스킴과 조작들이 다양한 방식의 비례 문제

최근 Beckmann & Izsák(2014, 2015)은 수학적

해결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개념적

분석을 통해 비례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르지만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비와 비례 추론 연구

상호보완적인

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batches) 관점과 변동 부분(variable parts) 관점을

두

관점,

다중

묶음(multiple

소개하였다. 다중 묶음 관점은 비 A:B가 주어질

II. 비례 추론과 비례 관계에 관한
두 관점

때, A, B를 한 쌍의 변하지 않는 양들의 묶음으
로 보고 A와 B를 동시에 반복하여 더함으로써
A:B의 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쌍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변동 부분 관점은 비가 A:B인 두 양에

1) Nobors(2013)가 제시한 스킴 관련 용어들은 Steffe & Olive(2010)를 참고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스킴 관련
용어와 다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킴과 조작에 대한 설명은 이후 별도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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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한 양은 같은 크기의 A개의 부분으로,
또 다른 한 양은 같은 크기의 B개의 부분으로


스의 양을 기준으로 포도 주스의 양이  이 됨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각 부분의 크기를 동시에

을 먼저 구한 뒤 기준이 되는 복숭아 주스 6리

변화시킴으로써 A:B의 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쌍


터에  을 곱하여 포도 주스 9리터를 구하는 방


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Beckmann(2017)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비와 비례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미지값 문제 유형에 대한 네
가지(다중 묶음 2가지, 변동 부분 2가지) 해결방
식을 제시하였다.2) 예를 들어 ‘포도-복숭아 주스
를 3대 2의 비로 섞어서 만든다고 할 때, 복숭아
주스 6리터에 대하여 얼마큼의 포도 주스가 필
요한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다중 묶음 관점에
서의 첫 번째 해결방식은 3대 2를 고정된 한 묶

법이다(Figure

1(b)

참고).

Beckmann

&

Izsák(2015)은 두 관점 중 변동 부분 관점은 지금
까지 비례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관점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다중 묶음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간단한 반복과 분할만으로 잘
다룰 수 없는 곱셈 관계(Kaput & West, 1994)를
변동 부분 관점에서 해결하면 이에 대한 보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음의 포도 주스와 복숭아 주스로 보고 이를 반
복하여 더해서 복숭아 주스 6리터에 해당하는
포도 주스 9리터를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해

결 방법은 3대 2가 아닌  대 1을 먼저 구하여

이를 반복하여 더함으로써 포도 주스의 양을 찾
는 방법이다(Figure 1(a) 참고). 한편 변동 부분

(a)

관점에서는 주어진 3대 2의 비를 특정한 양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 주스와 복숭아
주스가 각각 3부분과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임의의 양으로 본다. 문제의 조건에서 2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숭아 주스의 양이 6리
터이므로 한 부분에 해당하는 양은 3리터가 되
고 이를 이용하여 3부분으로 이루어진 포도 주
스 9리터를 구할 수 있다. 변동 부분 관점에서의
또 다른 해결 방법은 포도 주스와 복숭아 주스
가 3부분과 2부분인 관계를 이용하여, 복숭아 주

(b)
Figure 1.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amounts of peach and grape juice in a 2 to 3
ratio: (a) the multiple-batches perspective and (b)
the variable-parts perspective (Beckmann & Izsák,
2015, p. 22)

 
2) 미지값 문제는 네 값, 예를 들어 a, b, c, d 중 세 개가 주어지고    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나머지 주
 


어지지 않은 값을 찾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한 종류는  와  의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문제이다(Lam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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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중 묶음 관

통해 수립된 자연수, 분수 지식 발달 연구 결과

점은 이중수직선을 사용하여 주로 소개되고 있

에 기초하여 위의 두 가지 관점에서 미지값 문

는데 이중수직선에서 양은 길이라는 시각적 표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자연수,

상으로 나타나며, 양에 대한 곱셈과 나눗셈은 길

분수 스킴 및 조작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수행

이를 반복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덧셈은 길이의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례 추론 능력과 그 선

끝과 끝을 결합함으로써 구현된다. 이 관점에서

행 지식으로 알려진 자연수, 분수 지식 간의 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은 두 측정 공간 간

결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으리라

의 일정한 곱셈적 관계이다. 대조적으로 띠 그림

기대한다.

으로 주로 소개된 변동 부분 관점은 띠 그림에
각 양이 차지하는 부분의 개수가 명확하게 시각
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두 측정 공간 간의 곱
셈적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Beckmann
& Izsák, 2015). 국내에서는 Park & Lee(2018),
Seo, Pang, & Lee(2017), Yim & Lee(2015) 등이

III. 분수 지식 형성을 위한 스킴과
조작
1. 스킴과 조작

다중 묶음 관점과 변동 부분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Seo,

Pang,

&

Lee(2017)와

Yim &

Piaget(1970)의 이론에서 지식은 행동 스킴

Lee(2015)는 두 관점과 함께 제시된 시각적 모델

(scheme of action)의 집합체이다. Piaget는 생물학

(이중수직선 모델, 이중테이프 혹은 띠 그림 모

의 관점에서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을 도

델)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 수학 교과서

입하여 진화의 측면에서 인간의 인지 발달에 관

및 수업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Park & Lee(2018)

한

은 두 관점의 의미와 차이점을 준거로 삼아 한

(neo-Piagetian) 관점에서 von Glasersfeld(1995)는

국과 미국의 중등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일차함

스킴을 경험 상황(experiential situation), 활동

수의 기울기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어떻게 비례

(activity), 결과(result)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

개념과 연결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성체로 재구조화하였다(Figure 2 참고). 경험 상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신피아제주의

학생이나 교사의 비례 추론 혹은 비례 문제해

황이란 인지 주체가 자신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결과정 분석을 위한 분석틀로서 Beckmann &

재구성하는 상황들의 집합이며 스킴을 활성화하

Izsák(2015)이 제시한 두 관점이 가지는 장점은

는 역할을 한다. 활동은 인식된 상황에 따라 그

곱셈에서 승수와 피승수의 역할, 나눗셈에서 포

당시 인지 주체에게 가용한 조작이 작동됨으로

함제, 등분제라는 두 가지 의미에 기반을 둔 수

써 이루어지고, 결과는 인지 주체가 예상 혹은

학적 분석임과 동시에 학생의 곱셈 추론 및 비

기대하고 있는 활동 수행 결과에 대한 정신적

례 추론 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표상을 말한다.

선행 연구들(예, Behr, Harel, Post, & Lesh, 1993;
Confrey, 1994; Kaput & West, 1994; Steffe, 1992)
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관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과 오랫동안 교수실험을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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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조

Generated
Goal

작이란 단순한 감각 운동적 활동이 아니라 이전
의 경험에 대한 반영적 추상화를 통한 최소의

Scheme's
Situation

Scheme's
Result

감각 운동 지표를 동반한 정신 행동이다(Norton
& Wilkins, 2009, Steffe & Olive, 2010). 다시 말

Scheme's
Activity

Figure 2. A diagram for the structure of a scheme
(Steffe & Olive, 2010, p. 23)

해 조작은 일단 구성되고 나면 물질적으로 수행
될 필요 없이 정신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행동
이다(Hackenberg & Lee, 2015). 예를 들어 분할
(partitioning)은 분수 지식 구성 과정에서 가장

또한, Figur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성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작이며(Kieren,

1980;

목표(generated goal)’는 스킴의 세 구성요소와 밀

Lamon, 1996; Mack, 2001; Steffe & Olive, 2010),

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킴이 임의

많은 경우 막대 위에 펜으로 표시를 하는 신체

로 수행되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활동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분할 그 자체는 정신

목적 지향적 활동임을 의미한다. 인지 활동은 목

활동을 말한다.

적이 수반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 수행의 기
대 결과와 실제 수행 결과와의 비교, 판단이 이

2. 분할 스킴과 분수 스킴

루어지게 되며, 이는 스킴의 종결 또는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학생이

Steffe & Olive(1990)는 학생들이 자연수 지식

어떤 문제 상황을 접하면 그 상황을 해석하기

의 재구성을 통해 어떻게 분수 지식을 구성하는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킴과 조작을 사용하

지 탐구하고자 The Fraction Project라는 연구를

게 된다. 자신의 해석에 따라 구성된 경험 상황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킴과 조작의 관

은 이전에 수행했던 조작의 기록들을 촉발할 수

점에서 학생들의 자연수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있고 그에 따라 분할 활동과 같은 어떤 특정한

스킴과 조작들의 조절을 통해 어떻게 분수 개념

활동을 관련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면, 정신적

및 분수 사칙연산에 관련된 스킴과 조작들을 구

으로 혹은 실제로 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수

성하는지 대한 지식 생성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

행으로 인해 예를 들어 ‘몇 개의 부분으로 이루

다. 이후 Steffe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들과의 지

어진 전체’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만일 그

속적인 교수실험을 통해 분수 지식 발달 과정에

결과가 학생의 예측과 일치한다면 스킴은 종결

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분할 스킴 및 분

된다. 하지만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학생은

수 스킴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이 제시한 분할 스

원래의 상황을 검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킴의

킴으로는 등분할 스킴(equipartitioning scheme), 동

세 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시 분할 스킴(simultaneous partitioning scheme),

열리게 되며 이에 따른 변화를 조절(accommodation)

스플리팅 스킴(splitting scheme), 합성 단위에 대한

이라고 한다(Hackenberg & Tillema, 2009).

등분할 스킴(equipartitioning scheme for connected

스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조작은 스킴의 구

numbers)3)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스킴
(splitting scheme for connected numbers), 분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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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스킴(distributive partitioning scheme)이 있으며,

할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분할, 분리, 반복 조작

분수 스킴으로는 부분-전체 분수 스킴(part-whole

의 수행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스플

fraction scheme), 부분 분수 스킴(partitive fraction

리팅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세 조작의 수행이

scheme),

단위

분수

합성

스킴(unit

fraction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분수 합성 스킴(fraction

부분 분수 스킴은 이 스킴의 구성을 통해 분

composition scheme), 반복 분수 스킴(iterative

수를 측정 가능한 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composition

scheme),

스킴(unit

점에서 첫 번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수 스킴이

commensurate fraction scheme), 동치 분수 스킴

라 할 수 있다(Steffe & Olive, 2010). 부분 분수

(equal fraction scheme)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단위 분수와 전체와의 관

비례 문제해결 방식의 개념적 분석을 위한 주요

계를 인지하면서 단위 분수의 반복을 통하여, 예

도구로 쓰이게 될 등분할 스킴, 스플리팅 스킴,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스킴, 합성 단위에 대



를 들어  을 세 번 반복하여  과 같은, 진분



한 스플리팅 스킴, 부분 분수 스킴, 반복 분수

수량을 만들 수 있다(Norton & Wilkins, 2009).

스킴에 한정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분 분수 스킴의 구성으로 인식 가능한

fraction

scheme),

단위

동량

분수

위의 스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킴

분수량은 진분수로 한정되며, 가분수를 측정 가

들의 주요 조작인 분할, 분리(disembedding), 반복

능한 양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복 분수 스킴

(iteratin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분할이란 전

의 구성이 필요하다(Steffe, 2002). 반복 분수 스

체를 같은 크기를 가진 몇 개로 나누는 것이고,

킴을 구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학생은 임의의 분

분리란 분할된 전체에서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


수량을 단위 분수량의 배수로, 예를 들면  을


면서 한 부분을 떼어내는 조작이며, 반복은 분리
된 일부를 반복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의 일곱 배로 인식할 수 있다. 부분 분수 스



(Hackenberg & Lee, 2015; Steffe & Olive, 2010;

킴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작은 등분할 조작이며,

Tzur, 1999). 예를 들어 한 개의 막대 사탕을 5명

반복 분수 스킴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작은 스플

이 공평히 나누어 먹을 때 세 명이 먹는 양을

리팅 조작인데, 두 분수 스킴 간의 차이는 결국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등분할 스킴을 구성한

이 두 조작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은 주어진 막대 사탕을 5등분하고 이 중 한

등분할 스킴과 스플리팅 스킴의 분할 대상이

부분을 분리하여 세 번 반복하는 ‘활동(등분할

1과 같은 단일 단위(single unit)라면 합성 단위에

조작)’을 통해 5개로 분할된 전체 중 3개라는

대한 등분할 스킴과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분할 조작만 가능한 동

스킴의 수행 대상은 5, 12와 같은 합성 단위

시 분할 스킴을 구성한 학생에 비하여 등분할

(composite unit)이다. 예를 들어 사탕 35개를 7명

스킴과 스플리팅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분할, 분

이 공평히 나누어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리, 반복 조작의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분

35개 사탕을 같은 크기를 가진 7개의 부분으로

3) ‘connected numbers’란 8등분으로 눈금이 매겨진 막대와 같이 연속량으로 주어진 (혹은 구성된) 합성 단위
(composite unit)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탕 8개와 같은 이산량에 대한 분할 스킴까지 포함하여 ‘합성
단위’로 통칭하여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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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7등분이 된

의나 용어가 아닌 다른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상태의 전체 35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합성

진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학적 정의에

단위 35를 미지의 양 일곱 개로 이루어진 3 수

입각한 학생들의 수학적 행위에 대한 설명은 그

준 단위(three levels of units)4)로 재구조화 할 수

정의에 적절히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3 수준 단위로

는 이원론적 해석 이상의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

의 재구성을 실제 분할 활동 없이 정신적으로

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은 미지의 양이 5가 되어야

서 미지값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식을 분석하기

함을 시행착오 없이 찾을 수 있고, 교사가 왜 답

위한

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5를 일곱

(conceptual analysis)’이다. ‘개념적’이라는 용어는

번 반복하여 35가 됨을 보여줌으로써 5가 한 사

특별한 정의 없이 수학적, 심리학적, 역사적 분

람의 몫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Steffe

석 등을 포함하여 학계에 흔하게 통용되는 용어

& Olive(2010)는 이러한 분할 조작을 합성 단위

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적 분석에 대

에 대한 등분할 조작이라 하였다. 한편 합성 단

한 구체적인 정의와 설명이 필요하다.

위에 대한 스플리팅 스킴은 합성 단위에 대한

도구로

선택한

것은

‘개념적

분석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개념적 분석은 정신 조

등분할 스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분할

작에

대한

분석으로

스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합성 단위에

Ceccato의 조작적 분석과 Piaget의 발생적 인식론

대한 스플리팅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사탕 35개

을 결합하여 고안한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를 7명이 나누어 먹을 때 한 사람의 몫을 구하

(Thompson & Saldanha, 2003). 개념적 분석의 목

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

적은 모든 언어적 의미를 또 다른 단어가 아닌

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만을 구성한 학생이

‘정신적 조작’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어떤 인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주체가 자신에게 제시된 상황을 그만의 방식으

대한 상세한 설명은 비례 문제해결에 대한 개념

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정신적 조작

적 분석 부분에서 예와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 무엇인지 추측, 설명하는 것이다. 개념적 분

von

Glasersfeld(1995)가

석은 일차 개념적 분석과 이차 개념적 분석으로

IV. 개념적 분석

나눌 수 있는데, 일차 개념적 분석이란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자기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수학적 개념과 조작에 대해 인식론적 접근을 통

학생들이 어떤 수학적 개념을(관찰자의 관점

해 분석하는 것이며, 이차 개념적 분석이란 관찰

에서 잘못된 이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로서 관찰 대상의 언어 및 행동을 기초로 그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 연구자로서 우리

대상의 정신적 조작을 추측하는 것이다(Steffe,

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무엇’을 수학적 정

2017). 수학교육 연구자나 교사로서는 이차 개념

4) 어떤 합성 단위를 3 수준 단위구조로 구성한다는 것은 합성 단위 35를 세 가지 단위로 이루어진 구조로
표상(re-presentation)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예에서 35개의 사탕을 3 수준 단위구조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35개의 사탕을 1-단위 35개, 35-단위 1개로 이루어진 구조와 더불어 5-단위 7개로 이루어진 구조로
구성할 수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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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 수행의 방법적 도구로 선택하였다.

점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유용하다고 할 수 있
지만, 일차 개념적 분석은 성공적인 이차 개념적
분석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Thompson(2008)은 개념적 분석의 용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개념적 분석은

V. 미지값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개념적 분석

학생이 어느 특정한 순간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Beckmann(2017)에 의하면 다중 묶음 관점과

실제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모델

변동 부분 관점에서 미지값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개

은 맥락에서 주어진 양을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

념적 분석은 수학 학습 연구 분야에 매우 강력

한 추론을 통해 적절히 다룸으로써 답을 찾아내

한 방법론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둘째, 만약 학

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례식이나 동치 분수

생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수

관계를 이용한 형식적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

학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는

는 것과 달리 학생들이 곱셈, 나눗셈이라는 연산

데 도움이 되는 개념 이해 방식을 묘사하는데

자체의 의미, 또 언제 이러한 연산들을 적용해야

이용될 수 있다. 셋째, 학생이 왜 어떤 특정한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수학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에

이것은 학생들이 비례 관계를 직접 다루는 기회

대한 조작적 관점에서의 가설을 만드는 방법을

를 제공하는 것이며, 나아가 선형 관계와 선형

제공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분수, 비, 비례 등

함수를 배우는데 기초가 되는 두 양의 공변성에

과 같은 일련의 수학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방식

대한 감각을 기를 기회를 제공한다. Beckmann은

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성취

간단한 미지값 문제의 경우 덧셈을 반복하여 문

기준이나 교과서 구성의 일관성, 적절성 등을 판

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5), 문제에 따라서는 덧셈

단하는

Steffe(1992)와

의 반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곱셈

Tzur(1999)는 학생들의 분수 지식 구성 연구를

과 나눗셈을 사용한 더 강력한 추론이 필요하다

위한 교수실험에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지속

고 하면서 Figure 3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적으로 변하는 교수 방향 설정을 위한 수단으로
개념적

분석을

사용하였고,

Thompson

&

Saldanha(2003)는 개념적 분석을 적용하여 학생
의 곱셈, 나눗셈, 측정, 분수에 대한 이해가 곱셈
추론을 동반한 스킴과 조작을 통해 어떻게 드러
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수 문제: 장미-백합 향수는 장미 오일(rose
oil)과 백합 오일(lily oil)을 4대 3의 비율로 섞
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장미-백합 향수를 만
들려면 20리터의 백합 오일에 몇 리터의 장미
오일을 섞어야 할까요?

Beckmann & Izsák(2015)의 비례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미지값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반

Figure 3. Perfume problem (Beckmann, 2017, p. 292)

되는 스킴과 조작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적 분석
5) Beckmann(2017)이 제시한 간단한 미지값 문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조(Joe)의 차가 4갤런의 기름으
로 100마일을 달릴 수 있다면, 조는 20갤런의 기름으로 몇 마일을 달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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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의 향수 문제가 간단한 미지값 문제로

변동 부분 관점에서 장미 오일과 백합 오일이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에 포함된 수들 사이

4대 3의 비율이라는 것은 4와 3이 특정한 양(예

의 관계 때문이다. 즉, 4와 20은 각각 3으로 나

를 들어 4리터와 3리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누어떨어지지 않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해

라, 장미 오일은 언제나 4부분, 백합 오일은 언

야 할 4와 3 또는 20과 3의 곱셈적 비교가 용이

제나 3부분으로 구성되는 관계를 유지하되, 한

하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미지값 문제는 학생들

부분의 크기는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의

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워하거나, 형식적 전략으

조건에 따라 20리터의 백합 오일이 3부분에 해

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된 양적 구

당하므로(Figure 4의 왼쪽 백합 오일 띠 그림 참

조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는 종류

고), 한 부분이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 20리터를

의 문제이다 (Kaput & West, 1994; Lamon, 2007).

3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등분제 나눗셈7)을

따라서 이 문제는 세 값이 자연수로 주어진 미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오

지값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종류의 문제
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제시


일의 양은  리터가 된다(Figure 4의 오른쪽 백


하는 것은 간단한 미지값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합 오일 띠 그림 참고). 변동 부분 관점에서 장

형태의 미지값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스킴과

미 오일과 백합 오일의 각 부분은 같은 양을 포

조작을 보다 일반화시켜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

함해야 하므로, 4부분에 해당하는 장미 오일의

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eckmann은 위의


양은  ∙ 리터가 된다(Figure 4의 오른쪽 장


향수 문제해결을 위해 다중 묶음 관점에서 두
가지, 변동 부분 관점에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을

미 오일 띠 그림 참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의 핵심은 나눗셈의 두
가지 의미(포함제, 등분제)의 적절한 선택과 해
결이다. 따라서 그가 언급한 ‘주어진 양에 대한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한 추론’은 결국 나눗셈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에 따라
곱셈과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
는 Beckmann이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개념적 분석을 통해 각각의 해결 과정에 쓰일
수 있는 스킴과 조작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변동 부분1: 1 부분을 구하여 곱하기6)

Figure 4. Solving the Perfume Problem by
reasoning with 1 part (Beckmann, 2017, p. 292)
이와 같은 Beckmann의 변동 부분 관점에서의
문제해결과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건으로 주어진 백합 오일 20리터를
백합 오일에 해당하는 비인 3 즉 3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보고 1 부분을 구하기 위해 20을

6) 네 가지 방법의 제시 순서는 Beckmann(2017)의 제시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7) Beckmann(2017)의 논문에서는 ‘how-many-units-in-1-group division’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등분제
나눗셈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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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 재 홍 이 수 진

237

3으로 나누는 과정, 그리고 4부분에 해당하는 장

20은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을 3

미 오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 과정에서

이라는 합성 단위의 반복으로 구성하는 것이 불

구한 1 부분에 해당하는 값과 4를 곱하는 과정

가능하고 따라서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

이다.

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상황을 합성 단위에

먼저 첫 번째 과정에서 20이라는 양을 3부분

대한 등분할 조작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 상

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상황은 합성 단위에 대한

황을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20의 각 단일 단위 1

스플리팅 스킴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합성 단

을 어떤 적절한 수로 나누어 20 전체가 3으로

위에 대한 스플리팅 스킴의 핵심 조작인 합성

나누어떨어지는 더 작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가 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는 먼저 스플리팅 조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20의 각 단위를 3으로 등분했다면 전체 20은 단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스플리팅 조작이
란 전체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분할 조작


위  의 60개로 이루어진 3 수준 단위구조를 가


과 역으로 분할 조작의 결과인 부분을 반복하여

진 양으로 변환된다(Figure 5(a) 참고). 이렇게 어

전체를 구성하는 반복 조작이 동시에 수행되는

떤 합성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각 단일 단위에 또

조작이다(Steffe, 2002). 예를 들어 학생에게 한

다른 합성 단위를 삽입하여 3 수준 단위구조를

막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막대 그림이 철수

가진 합성 단위로 만드는 것을 단위 조정 조작

가 가진 막대의 다섯 배라고 할 때 철수의 막대

(units coordinating operation)이라고 하는데(Steffe,

를 그리시오’라는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그 학

1992), 단위 조정 조작 수행의 결과인 합성 단위

생이 주어진 막대를 5등분하고 그중 한 부분을

3의 20개로 이루어진 합성 단위 60을 3부분으로

철수의 막대로 찾는다면 그 학생은 스플리팅 조

나누기 위해서는 60을 다시 합성 단위 20의 3개

작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orton &

로 이루어진 또 다른 3 수준 단위구조로 변환시

Wilkins, 2009, 2010).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켜야 한다(Figure 5(b) 참고). 합성 단위에 대한

조작은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이 동시에 수행된

스플리팅 조작을 구성한 학생은 문제해결을 위

다는 점에서 스플리팅 조작과 공통점이 있지만,

해 3 수준 단위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활용할

분할과 반복의 대상이 단일 단위가 아닌 합성

수 있으므로(Hackenberg, 2010; Steffe & Olive,

단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 비례 문제의 첫

2010) Figure 5와 같은 조작의 과정이 순차적이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20을 3으로 나누는 상황

아니라 동시에 수행되며, 감각 운동기관을 사용

은 주어진 합성 단위 20을 다른 합성 단위인 3

하는 실제 분할 활동 없이 정신적인 수행이 가

부분으로 나눈다는 측면에서 35를 7부분으로 나

능하다.8)

누는 문제와 같은 등분제 나눗셈이라 할 수 있
지만, 35는 7로 나누어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8) 이 문제해결을 위해 20과 3의 최소공배수 개념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본 연구자들은
주어진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다른 맥락에서의 새로운 문제 상황이며, 두 자연수 3 수
준 단위구조 사이의 유연한 변환 능력이 위와 같은 등분제 문제해결과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 개념 구
성에 공통으로 필요한 개념 구성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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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가분수인  을 측정 가능한 양으

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플리팅 조작을 기반으로 한 반복 분수
스킴의 구성이 필요하다. 부분 분수 스킴만을 구
성한 학생은 ‘부분-전체’로서의 분수 개념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눈금 없는 막대를 주고 이것의
Figure 5. Conducting splitting operations for
composite units to divide 20 by 3


에 해당하는 양을 구하라는 문제에 대하여 주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을 구성한 학생


어진 막대를 5로 등분하여, 막대의  에 해당하


도 20리터의 백합 오일을 3부분으로 균등하게

는 한 부분을 전체에서 분리한 뒤 이를 일곱 번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3으로 나누어떨어지게

반복하여 답을 찾을 수 없다. ‘부분-전체’ 관점의

하기 위해, 20을 이루는 각 단일 단위를 어떤 수

분수 개념에서는 전체(다섯 개)보다 큰 분수인

로 분할하는 활동, 즉 단위 조정 활동을 통해 3
수준 단위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


(일곱 개)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만 3 수준 단위구조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어진

않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반복 분수 스킴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단위 조정

구성한 학생은 주어진 단위의 일부분을 필요한

활동의 결과가 3으로 나누어떨어지는지 예상할

만큼 반복하여 어떤 분수도 만들 수 있으며(예

수 없고,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


를 들어 주어진 막대의  을 10번 반복하여 그


다. 하지만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을
구성한 학생은 두 3 수준 단위구조 사이의 유연
한 정신적 변환이 가능하므로 시행착오 없이 20
의 각 단일 단위를 나누기 위한 ‘어떤 수’를 선
택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6과 같은 수로 20리


막대의  만들기), 동시에 원래 단위와의 관계


도 계속 인지하고 있다(주어진 막대는  이므로


터의 각 단일 단위를 분할하면 전체를 3부분으



은 원래 막대보다  많다). 스플리팅 조작




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교사

을 기반으로 한 반복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

의 질문에 대해서도 즉시 대답할 수 있다.9)

만이 가분수량을 포함하여 어떤 분수량도 주어


두 번째 과정은 1 부분에 해당하는  에 4를


곱하는 과정인데 이는  을 네 번 반복하여 더

하는 상황, 즉 4가 곱셈 연산자인 상황이다. 이

진 단위로부터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수준에 이르러서야 단위 분수와 전체와의 곱셈
적 관계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Steffe, 2002).
정리하면 1 부분을 이용하는 변동 부분 관점
의 첫 번째 해결 과정에서는 합성 단위에 대한

9) 이와 같은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과 스플리팅의 차이는 단순히 곱셈 구구를 암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없는지의 차이가 아닌 더욱 근본적인 곱셈 추론 수준의 차이이다(Hackenberg, 2010; Steffe & Olive,
2010).
2019, Vol. 29,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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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리팅 조작을 기반으로 한 합성 단위에 대한

참고). 또 장미-백합 향수 1 묶음에는 4리터의

스플리팅 스킴이 두 번째 해결 과정에서는 스플

장미 오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리터의 백합

리팅 조작을 기반으로 한 반복 분수 스킴이 필


오일에 대응되는 장미 오일은  ∙   가 된다


요하다.

(Figure 6의 아래 이중수직선 참고). 주의해야 할

2. 다중 묶음1: 1 묶음을 구하여 곱하기
다중 묶음 관점에서 장미-백합 향수의 비가 4
대 3이라는 의미는 4리터의 장미 오일과 3리터
의 백합 오일을 1 묶음으로 보는 것이며, 이를
이중수직선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Figure 6과 같다.

것은 변동 부분1에서의 해결 방법과 비교하여 4

와   의 역할이 반대라는 점이다. 이전의 방법


에서는 4가 그룹의 수이고   가 한 그룹의 크


기였고, 여기서는   가 그룹의 수이고 4가 한

그룹의 크기이다.
이상의 Beckmann이 제시한 다중 묶음 관점에
서의 해결방식 역시 두 과정을 거친다. 첫째, 20
리터의 백합 오일이 3리터 몇 묶음으로 이루어
져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포함제 나눗셈의 수행,
둘째 한 묶음에 포함된 장미 오일의 양에 이전
포함제 나눗셈의 수행에서 얻은 묶음의 수만큼
곱하여 백합 오일 20리터에 대응되는 장미 오일
의 양을 구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포함제 나
눗셈  ÷  을 살펴보자. 어떤 문제 상황이 포

Figure 6. Solving the Perfume Problem by

함제 나눗셈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두 합성 단

reasoning with 1 batch (Beckmann, 2017, p. 293)

위, 즉 측정의 기준이 되는 합성 단위와 측정의
대상이 되는 합성 단위가 필요하다. Steffe(1992)

1 묶음에는 3리터의 백합 오일이 포함되어 있

는 어떤 합성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다른

고 백합 오일 20리터가 주어져 있으므로, 20리터

합성 단위를 측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조작을 단

가 3리터의 몇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위 세그먼팅 조작(unit-segmenting operation)11) 이

야 한다. 20 안에 3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라고 하였는데, 이 조작의 목표는 측정의 대상이

찾기 위해서는 포함제 나눗셈10) 수행이 필요하

되는 합성 단위를 기준이 되는 다른 합성 단위


며 이를 통해 20은 3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를 몇 번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있음을 구할 수 있다(Figure 6의 위 이중수직선

것이다. 학생들은 단위 세그먼팅 조작의 수행을
통해  ÷  와 같이 나누어 떨어지는 포함제 나

10) Beckmann(2017)은 포함제 나눗셈을 ‘how-many-groups division’이라고 표현하였다.
11) ‘Segmenting’도 분할의 의미가 있지만, 분할(partitioning)과 구분하기 위해 ‘세그먼팅’이라 번역하여 쓰도록
한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비례 관계를 이용한 미지값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개념적 분석

240

눗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의 결
과가 정수가 아닌  ÷  과 같은 문제의 경우
단위 세그먼팅 조작의 수행만으로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없고, 발생하는 나머지를 측정하기 위한
분수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가
있는 단위 세그먼팅 스킴(unit-segmenting scheme
with a remainder)의 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서는 부분 분수 스킴이 단위 세그먼팅 스킴의
하부 스킴으로서 내포되어야 한다(Shin & Lee,
2012).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은, 예를 들

어 ‘주어진 눈금 없는 막대의  이 되는 막대를



경우 부분 분수 스킴을 구성한 학생이  를 구

하기 위해 주어진 양을 3등분하고자 하는 목표
를 세웠다 하더라도 변동 부분1의 첫 번째 해결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는 3으로 나누어떨
어지지 않으므로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
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두 3 수준 단위
구조의 결합을 통한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의 수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합성
단위 4의 각 단일 단위에 3을 삽입하는 단위 조
정 조작을 수행하여 합성 단위 3의 4개로 이루
어진 3 수준 단위구조를 가지는 합성 단위 12를

그리시오.’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막대를 5등분한

구성하고, 이를 3등분하기 위해 다시 합성 단위

뒤, 그중 한 부분을 전체에서 분리하여 이를 세

12를 4의 3개로 이루어진 또 다른 3 수준 단위


번 반복함으로써  을 구할 수 있다. 부분 분수


구조로 변환해야 한다. Hackenberg(2010)은 이처

스킴의 주요 조작은 등분할 조작이므로, 위의 다

하는 상황은 합성 단위에 대한 일반화된 반복

중 묶음 관점에서 비례 문제해결의 첫 번째 과

분수 스킴(general iterative fraction scheme for

정인  ÷ 이라는 포함제 나눗셈의 해결을 위

composite units)의 구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서는 단위 세그먼팅 조작과 등분할 조작을 기

고 하였는데, 이는 반복 분수 스킴의 조절을 통

저로 한 나머지가 있는 단위 세그먼팅 스킴의

해 구성되는 새로운 스킴이다. 반복 분수 스킴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합성 단위에 대한 일반화된 반복 분수 스킴으로

두 번째 과정은 한 묶음에 포함된 4리터의
장미

오일의





묶음을

구하는

것인데,

Beckmann이 지적하였듯이 이 상황에서는 그룹의

럼 단일 단위가 아닌 합성 단위의 분수량을 구

재조직되기 위해서는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
팅

조작이

반복

분수

스킴의

동화

구조

(assimilatory structure) 안에 가용한 조작으로 구

수가 자연수가 아니므로 4리터를 반복하여 더하


성되어야 한다.  가 진분수이므로 합성 단위에


는 것으로는 장미 오일의 양을 정확하게 구할

대한 일반화된 부분 분수 스킴의 구성으로 충분

수 없다. Figure 6 아래의 이중수직선에 나타난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분 분수 스킴만을


바와 같이 4의 6묶음을 구하고 더하여 4의  묶


구성한 학생은 합성 단위에 스플리팅 조작을 구


음을 구해야 하는데, 어떤 양의  를 구하는 상

황은 부분 분수 스킴의 상황이다. 하지만 주어진
양이 단일 단위가 아닌 4와 같은 합성 단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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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 묶음2: 1 단위비율묶음(unit-rate-batch)

을 구하여 곱하기

3으로 나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4
를 3으로 나누는 것은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

두 번째 다중 묶음 관점에서의 해결 방법은 1


팅 스킴의 상황이지만 4의  을 구하는 상황은


묶음(장미 오일 4리터, 백합 오일 3리터)을 이용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스킴의 상황이 아니

라 어떤 양의  을 구하는 상황, 즉 분수 스킴


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 오일 1리터에 대해 얼마
의 장미 오일이 필요한지 구하여 ‘1 단위비율묶
음’으로 정하고, 이를 반복하여(혹은 곱하여) 백

의 상황이다.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은

합 오일 20리터에 대한 장미 오일의 양을 구하


4의  을 구하는 것과 4를 3으로 나누는 것 모


는 것이다. Figure 7 상단의 이중수직선과 같이

두에 대해 기저가 되는 조작이라 할 수 있지만,

는 3리터의 백합 오일에 해당하는 수직선을 따

스킴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인지된 문제 상황과

라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기대 결과의 차이로 인해 4의  을 구하는 문제


서 4를 같은 크기의 3부분으로 나누는 등분제

상황은 합성 단위에 대한 일반화된 반복 분수
스킴의 수행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조작이 여러 스킴의 활동을 구성하는 조작이 되

한 묶음에 포함된 4리터의 장미 오일은 대응되

나눗셈을 수행하면 1리터의 백합 오일에 해당하

는 장미 오일의 양  리터를 구할 수 있다. 이


기도 하는데, 하나의 조작으로 해결 가능한 다양


렇게 구한  리터의 장미 오일과 1리터의 백합


한 문제 상황들은 조작적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

오일을 결합하여 1 단위비율묶음으로 놓는다. 20

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수학적, 논리

리터의 백합 오일은 1 단위비율묶음 20개에 포

적 관점에서의 연결성이 아닌 심리학적 관점에

함된 양이므로, 20개의 단위비율묶음에 포함된

서의 연결성이다.12)

장미 오일의 양은 1 단위비율묶음에 포함된 장

정리하면 1 묶음을 이용하는 다중 묶음 관점
의 첫 번째 해결 과정에서는 단위 세그먼팅 조
작, 등분할 조작을 기반으로 한 나머지가 있는



미 오일  리터에 20을 곱하여  ∙ 리터가


된다(Figure 7 아래 이중수직선 참고).

단위 세그먼팅 스킴이 두 번째 해결 과정에서는
스플리팅 조작,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을 기반으로 한 합성 단위에 대한 일반화된 반
복 분수 스킴이 필요하다.


12) 4의  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작으로 분배 분할 조작(Hackenberg & Lee, 2016; Lee & Shin, 2015a;

Shin & Lee, 2018a; Steffe & Olive, 2010)이 있는데,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과 분배 분할 조작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Shin & Lee(2018b)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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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네 번 더하는 상황과 같은 스킴과 조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분수를 분수량으로 생각하고
연산할 수 있는 스플리팅 조작을 기반으로 한
반복 분수 스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4. 변동부분 2: 전체 양을 1로 놓고 곱하기
Figure 7. Solving the Perfume Problem by
reasoning with 1 unit-rate-batch (Beckmann, 2017,
p. 293)

변동 부분 관점에서 향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주어진 백합 오일 20리터 전체를
크기가 20인 한 개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 다중 묶음 관

이를 띠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ure 8과 같다.

점에서의 해결방식도 주어진 장미 오일과 백합
오일의 비 4대 3을 이용하여 1 단위비율묶음을
구하는 것과 구한 1 단위비율묶음을 필요한 만
큼 반복하여 더하거나 곱하여 문제에서 요구하
는 장미 오일의 양을 구하는 것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첫 번째 과정에서 1 단위비율
묶음을 구하기 위해 4를 3으로 나누는 등분제
나눗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동 부분1의 첫

Figure 8. Solving the Perfume Problem by
reasoning with 1 total amount (Beckmann, 2017, p.
294)

번째 과정에서 20리터의 백합 오일을 3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과 다중 묶음 1의 두 번째

백합 오일 1그룹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정에서 4의  을 구하는 데 사용된 합성 단위


구해야 하는 것은 같은 크기의 1 부분 4개로 이

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등분제 나눗셈을 해결하기 위해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이 어떻게 수행
되는지는 이미 앞에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였

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정은  를

20번 더하는 혹은 20을 곱하는 과정으로서 자연

루어진 장미 오일의 양이다. 백합 오일 전체에
대해 장미 오일이 몇 개의 그룹이 되는지 구하
기 위해서는 3부분인 백합 오일을 측정 단위로
하여 4부분인 장미 오일을 측정하는, 즉 4를 3으
로 나누는 포함제 나눗셈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

렇게 포함제 나눗셈을 통하여 얻은  가 의미하


수인 20이 곱셈 연산자가 되는 상황이므로 변동


는 바는 백합 오일을 기준으로 장미 오일이 


부분1의 두 번째 과정에서 1 부분에 해당하는

그룹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Figure 8의 우측 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백합 오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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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를 곱하면 장미 오일의 양을 구할 수 있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인 20을 3으로 나누

다. 백합 오일의 양은 20리터이므로 필요한 장미

수 있다. 즉 단위 세그먼팅 조작과 등분할 조작


오일의 양은  ∙  리터가 된다. 여기서 주목


을 기저로 한 나머지가 있는 단위 세그먼팅 스


할 것은 20과  의 역할이 단위비율묶음을 이용


앞서 다중 묶음1에서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한

한 다중 묶음2의 경우와 반대라는 것이다. 다중

묶음2에서 20은 그룹의 수이고  는 한 그룹의


크기였지만, 이 맥락에서는  가 그룹의 수이고

20이 한 그룹의 크기가 된다.
이상 Beckmann의 설명을 보면 두 번째 변동

는 포함제 나눗셈에 필요한 조작과 같다고 볼

킴의 구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 20에  를 곱하는 두 번째 과정은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가 곱셈 연산자인 상황이다.

즉, 장미 오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백합 오

일의  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다중 묶음1


부분 관점에서의 해결방식도 두 과정으로 나뉜


의 두 번째 과정에서 4의  를 구하는 것과 마


다. 먼저 장미 오일과 백합 오일의 비가 4대 3을

찬가지로 합성 단위에 대한 일반화된 반복 분수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4를 3으로 나누는
포함제 나눗셈을 통해 백합 오일에 대한 장미


스킴의 상황이 되며, 20을 3등분하여 20의  을


오일의 양을 구한 다음, 기준인 1그룹의 백합 오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이 20리터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포함제 나눗

스킴의 가용한 조작인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


셈의 결과인  를 20에 곱함으로써 장미 오일의



팅 조작의 수행을 통해 20의  을 구하고 이를


양을 구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과정에서 4를


네 번 반복하여 20의  를 구할 수 있다.


3으로 나누는 포함제 나눗셈에 필요한 조작은
앞서 1 묶음을 곱하여 해결하는 다중 묶음1의

Table 1. Schemes and operations for each solution to the Perfume Problem
과정1

과정2

관점

해결
방식

스킴

조작

스킴

조작

변동
부분

1 부분
곱하기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스킴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반복 분수 스킴

스플리팅 조작

다중
묶음

1 묶음
곱하기

다중
묶음

1 단위비율묶음
곱하기

변동
부분

전체를 1로
놓고 곱하기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합성
나머지가 있는 단위 단위 세그먼팅 조작, 일반화된 반복 분수
단위에 대한
세그먼팅 스킴
등분할 조작
스킴
스플리팅 조작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스킴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반복 분수 스킴

스플리팅 조작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합성
나머지가 있는 단위 단위 세그먼팅 조작, 일반화된 반복 분수
단위에 대한
세그먼팅 스킴
등분할 조작
스킴
스플리팅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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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논의

역할을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합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이 네 가

5장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즉 단순한 분할과

지 관점에서의 해결에 모두 이바지하는 지식 요

반복을 통해서는 구할 수 없는 미지값 구하기

소라고 밝혀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합성

문제에 대해 Beckmann(2017)이 제시한 변동 부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은 분수 곱셈 연산

분 관점에서의 해결 방법 두 가지, 다중 묶음 관

수행을 위한 분수 합성 스킴을 일반화하는데 핵

점에서의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각 해

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작이며(Steffe & Olive,

결 방법에 대해 필요한 스킴 및 조작을 제시하

2010), 균등 분배 상황에서 몫으로서의 분수 개

는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각 관

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높은 수준

점에 따른 문제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나눗셈의

의 분수 지식이다(Shin & Lee, 2018b). 또한, 합

맥락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해결방식으로 문제

성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구성을 위해서는

를 해결하였지만, 해결 과정은 관점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곱셈 추론이 요구된다는 점에

모두 두 단계로 나뉠 수 있었다. 변동 부분1과

서(Hackenberg, 2010) 비례 추론 능력의 발달은

다중 묶음1의 경우 3과 20의 곱셈적 비교를 통

높은 수준의 분수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수 지식

해 얻은 결과를 4와 미지값과의 관계에 적용하

의 재조직화를 통한 높은 수준의 곱셈 추론 구

였고, 다중 묶음2와 변동 부분2의 경우에는 3과

성을 요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4의 곱셈적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를 20과 미지

형식적인 비례 문제해결 알고리즘의 일방적

값의 관계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은 비례 추론 능력이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

비례 추론 교수 학습에 함의 점을 제시하고자

계를 식별하고, 이 관계를 다른 두 양의 관계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미지값 찾기 유형의 비례

확장하는 능력(p. 638)”이라고 규정한 Lamon

문제해결과 관계된 자연수, 분수 스킴과 조작들

(2007)의 관점과 일치한다.

을 위계성을 고려하여 정리한 관계도는 Figure 9

ㆍ

네 가지 방식으로 미지값 문제를 해결할 때

와 같다. 관계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측정 가

사용될 수 있는 스킴으로는 합성 단위에 대한

능한 양으로서의 분수 개념이 자연수 포함제, 등

스플리팅 스킴, 반복 분수 스킴, 나머지가 있는

분제 나눗셈 지식의 구조 안으로 내포되어 재구

단위 세그먼팅 스킴, 합성 단위에 대한 일반화된

성되면서 비례 관계를 사용하는 능력, 즉 비례

반복 분수 스킴으로 나타났고, 조작으로는 합성

추론이 구성됨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 스플리팅 조작, 단

개념적 분석의 수행을 통해 확인된 스킴과 조작

위 세그먼팅 조작, 등분할 조작으로 나타났다

들이 미지값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결 방법과 지

(Table 1 참고).

식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례 추론 능력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복잡한 비례 상황이라 하더

구성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발달에 핵심적인 이해

라도 결국 분수 지식이 그 해결의 기저가 됨을

(key developmental understanding)를 제시함으로써

밝혀온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함과 동시

(Lee & Shin, 2011; Lee & Shin, 2015b; Silverman

에 어떤 분수 지식이 비례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 Thompson, 2008; Simon, 2006) 비례 추론 관련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19, Vol. 29, No. 2

ㆍ

신 재 홍 이 수 진

245

2, pp. 113-120). Vancouver, Canada: 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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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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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Education, 46(1), 17-38.
Behr, M. J., Harel, G., Post, T., & Lesh, R.
Figure 9. Relationships among schemes and

(1992). Rational number, ratio, and proportion.

operations necessary to solve the Perfume Problem

In D. A. Grouws (Ed.), Handbook of research
o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pp.

Beckmann & Izsák(2015)은 비례 관계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 관
점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학생 혹은 교사들이 비
례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발달시켜나가는
지 탐구할 것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한 실
증 연구 수행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분석 도구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각 관점에서의 서로 다
른 해결 과정에서 어떤 스킴과 조작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밝혀낸다면 향후 비, 비례 개념의 교
수 방향 설정과 교육과정 수립에 더욱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96-333). New York, NY: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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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 Y. O., & Jung, Y. K. (2016). 5th and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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