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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위 조정 활동과 조작을 분석하고, 비에 대
해 구성하는 양적 구조가 단위 조정 단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3명을 대상
으로 4개월간 총 24차시에 걸친 임상 면담을 진행하여 수집된 자료 중, 본 논문에서는 세 학생의 주스 혼합물
비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자연수 포함제, 등분제 해결의 주요 조작이 비례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졌고, 단위 조정 3단계 학생만이 주어진 비를 미지의 합성 단위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양으로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학생의
비례 추론 과정을 분석하고 발달 모델을 구성하는데 ‘단위 조정’이 유용하고 핵심적인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비례, 비, 단위 조정 단계, 곱셈 추론, 자연수 나눗셈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udents’ units-coordinat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n their
proportion problem solving, and to investigate how quantitative structures corresponding to ratios are constructed with
different levels of units coordination. As a result of our clinical interviews with three seventh grade students who were
at units coordination stage 2 and 3, we found that the use of operations relevant to whole number division was crucial
to solving mixed-juice problems and only the stage 3 students assimilated the problem situations involving ratios as
three-levels-of-units structures consisting of composite units of indefinite numerosity. Given the importance of units
coordination in solving proportion problems,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proportionality, ratio, units coordination stage, multiplicative reasoning, whole number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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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돌봄 관계에 대한 연구(Hackenberg, 2010a), 신경
과학 관점에서 단위 조정 능력 향상 연구(Norton

단위는 단위화 조작(unitizing operation)을 통해

& Boyce, 2015) 등 다양한 수학교육 연구 분야

구성되며(von Glasersfeld, 1981), 단위화 조작의

에서 바탕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일반적인 기능은 인지 주체가 자신의 경험으로

에는 중등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미지

부터 단일한 결합성(unitary cohesion)을 추상화하

수로서

는 것이다. 유아가 대상(object) 개념을 형성하면

2010b; Hackenberg, Jones, Eker, & Creager, 2017),

서 사용하는 단위화 조작은 주로 지각적 대상에

대수식 표현과 분수 지식 간의 관계를 탐구한

적용되지만, 이후 발달 과정에서는 지각할 수 있

연구(Hackenberg & Lee, 2015, 2016; Kim, Shin,

는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예를 들어 보

& Lee, 2019), 순열, 조합 문제 해결 연구

자기 아래로 숨겨져 볼 수 없는 사탕들) 혹은 자

(Tillema, 2013, 2019), 내포량 개념 구성 연구

신의 세기 행위 자체에 대해 단위화 조작을 수

(Liss

행하면서 산술 단위(arithmetical unit)를 포함한

2012) 등에서 학생의 개념 구성과 문제 해결 과

다양한 종류의 단위를 구성해 나간다(Ulrich,

정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도구로 사용

2015). 1970년대 후반 Steffe는 von Glasersfeld와

되고 있다.

변수

Ⅱ,

개념에

관한

연구(Hackenberg,

2015), 정수 개념 구성 연구(Ulrich,

함께 학생의 자연수 개념 구성 과정에 대한 모델

한편, 비와 비례 관계는 중등 교육 과정에서

수립을 목적으로 IRON(Interdisciplinary Research

닮음과 삼각비, 함수에서 기울기와 미분계수, 확

on Number)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를

률에서 비율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수학 지

통해 그들은 학생이 세기 활동과 재귀적 단위화

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조작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단위를 구성, 조정함

(Confrey & Smith, 1995; Lamon, 2007, Lobato &

으로써 자연수 지식을 구성함을 보여주었다

Ellis, 2010),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그

(Steffe & Cobb, 1988; Steffe, von Glasersfeld,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 과정

Steffe와

을 탐구해 왔다(예, Karplus, Pulos, & Stage,

Olive(1990)는 학생이 수 계열(number sequence)이

1983; Lesh, Post, & Behr, 1988; Noelting, 1980a,

라는 자연수 지식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분수 지

b).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서로 완벽히 합의되지

식을 형성해 나가는지 탐구하였고, 이를 통해 단

않은 채 나름의 분석 방식과 용어를 사용하여

위 조정(units coordination) 이론은 자연수 영역을

학생의 비례 추론 발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긴

넘어 분수 영역에까지 학생의 지식 구성 과정을

했지만(Beckmann & Izsák, 2015), 선행 연구 결과

설명하는

2002,

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은 학생의 비례 추론

2003; Olive, 1999, Steffe & Olive, 2010). Steffe와

구성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

그의 동료들이 오랫동안의 교수 실험을 통해 정

안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며(Kaput &

립한 단위 조정 이론은 분수 교수를 위한 과제

West, 1994; Lamon, 2007), 덧셈적 사고에서 곱셈

연구(Tzur, 1999), 분수 교수를 위한 수학 지식

적 사고로의 전환이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

연구(Lee, Brown, & Orill, 2011), 교사의 수학적

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Chong, 2015; Hong

Richards,

&

Cobb,

이론으로

2020, Vol. 30, No. 2

1983).

이후

확장되었다(Steffe,

․

이 수 진 신 재 홍

247

& Kim, 2013; Langrall & Swafford, 2000; van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었고,

Dooren, De Bock, Janssens, & Verschaffel, 2008).

Nabors(2003)는 Kaput & West(1994)의 미지값 비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비례 추론

례 문제 해결을 위한 비례 추론 수준을 스킴의

수준/단계는 그 범위가 유아기부터 중등에 이르

관점에서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7학년

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과정을 거시

학생과의 교수 실험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적 차원에서 분류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비례 문

두 연구 모두 단위 조정 단계에 따라 학생이 수

제 해결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행하는 단위 조정 활동과 그때 생성되는 단위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 비례 문제 해결 과정에

구조가 어떠한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덧셈적 사

서 드러나는 학생의 추론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

고에서 곱셈적 사고로의 전환을 단위 구성과 조

려는 시도는 주로 학생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전

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단일 항목을 단위로 구

략이나 오류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

성하여 이를 사용하는 활동으로부터 합성 단위1)

나(Ben-Chaim,

&

를 구성하고 이를 조정해 나가는 활동으로의 전

Miller, 1998; Cramer & Post, 1993; Hong & Kim,

환이다. 따라서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 과정을

2013; Karplus et al., 1983; Ko & Lee, 2007;

단위 조정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제시된 문제

Lamon, 1993; Lee, 2006; Park, 2008; Tourniare &

상황에서 학생이 어떤 합성 단위를 사용하여 어

Pulos, 1985), 대개 어떤 인지적 기반 위에서 전

떤 방식으로 단위 조정 활동을 수행해나가는지

략을 실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

한 수준/단계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들 사

성 단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게 제시하

단위 조정 2단계 학생 1명과 합성 단위로 구성

고 있다. 비례 추론에 관한 연구가 실제 학생들

된 구조를 문제 해결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

의 비, 비례 개념의 구성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는 단위 조정 3단계 학생 2명의 비례 문제 해결

주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학생이 가진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학생

인지적 요소들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

각각이 자신의 수준에서 비례 문제를 해결하기

는 연구가 필요하다.

위해 수행하는 단위 조정 활동 및 조작에 대해

Fey,

Fitzgerald,

Benedetto,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단위 조정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단위 조정 단계에 따라 드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 과정에

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단계에 따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라 학생이 구성하는 비 개념에 관련된 단위 구

다. 단위 조정 이론은 이미 초등 영역을 넘어 중

조를 제시할 것이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

등 교과 영역에서 지식 발달 연구를 위한 중요

제는 다음과 같다.

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지만,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 과정을 단위 조정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Singh(2000)은 단위화 조작과
반복 조작이 비례 문제에서 곱셈적 추론을 사용

1. 비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의 단위 조정 활동과 조작은 어떠한가?
2. 학생들이 비 개념에 대해 구성하는 단위 구

1) ‘합성 단위’의 정의를 포함하여 단위 조정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I.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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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단위 조정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은 것은 아니다. 양적 추론이란 흩어진 여러 양

나타나는가?

을 양적 조작을 통해 양적 관계를 구성하고, 이
로부터 양적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양
적 조작 그 자체는 비수치적이며, 상황의 이해와

II. 이론적 배경

관련되어 있다. 양적 조작은 어떤 상황을 양적으
로 표상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양적 조작

1. 단위 조정과 양적 추론

만을 수반한 양적 추론은 양이 갖는 값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양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추론

찾기 위해서는 양적 조작의 결과로 형성되는 양

(quantitative reasoning)의 관점에서 양적 조작

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구조 안에서

(quantitative operation)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구하고자 하는 양의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

Thompson의 양적 추론 이론을 간단히 소개한다.

한 수치적 조작 방식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치

양이란 인지 주체의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일종

적 조작은 양의 값을 찾는 주요 수단이지만, 중

의 개념이며, 따라서 양이란 상황 그 자체 안에

요한 것은 양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연산은 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

직 양적 구조의 맥락 안에서 추론될 때 그 적절

주체의 개념으로 존재한다(Thompson, 1994). 양

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문제 해결

적 조작이란 정신적 조작이며, 이 조작을 통해

과정에서 두 조작은 뒤섞이는 경우가 많고 교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 알고 있는 양으로부

와 같은 두 조작에 능숙한 사람으로서는 서로

터 새로운 양을 구성할 수 있다. 양적으로 추론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구분되지 않는 때도 있다.

한다는 것은 양과 그 크기, 또 다른 양과의 관계

하지만 학생들은 종종 양적 의미 없이 수치적

에 대하여 추론하는 것이다(Thompson, 1988). 양

조작을 사용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치적 조

적 조작의 예로는 두 양을 덧셈적으로 결합하기,

작의 근원에는 양적 의미가 깔려 있을 수 있지

덧셈적으로 비교하기, 곱셈적으로 결합하기, 곱

만, 이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치적 조작을 사용

셈적으로 비교하기 등이 있는데, 열거한 양적 조

할 때 같이 수반되어야 할 양에 대한 조작을 반

작은 차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산술 연

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큰 수의 연산이나 비

산과 연관된다. 특히 곱셈적으로 비교하기는

례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잘 훈련

‘비’라는 새로운 양을 생성하는 조작으로, 비례

된 수치적 조작 능력을 보여주지만, 양으로서 형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작이므로 이

성되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과정 없이 수치적 조

에 대해서는 단위 조정 활동과 조작의 관점에서

작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Thompson은 많은

다음 절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학생이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

본

연구에서는

단위

조정을

양적

Thompson(1988, 1994, 2011)은 양적 추론의 중

나가 양적 관계와 수치적 조작을 구분하지 못하

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적 조작과 수치적 조작을

는 데서 온다고 보았으며,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구분하였다. 양적 조작과 수치적 조작은 발달적

서 양과 그 관계에 주목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관점에서 분명히 서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같

문제 해결은 수와 연산에 대한 근거 없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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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한다는 Sowder(1995)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

생이 여러 종류의 단위를 구성하고 이를 사용한

하다.

다양한 단위 구조를 구성해 나가는 발달 과정을

Steffe(2014)는 Thompson이 제시한 인지 주체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용어이다.2) 단위 조정이란

가 구성하는 개념으로서의 ‘양’을 대상 개념, 대

어떤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위를 사

상 개념에 대한 성질, 그 성질을 측정하는 적절

용한 여러 조작(결합하기, 분할하기, 분리하기, 반

한 단위로 이루어진 스킴으로 보았다. ‘양’이라

복하기 등)을 조직해나가는 활동 또는 조작이다

는 스킴은 다시 측정 스킴의 상황이 되며, 학생

(Steffe, personal communication, October 12, 2019).

은 이 양을 사용해 조작함으로써 새로운 양을

따라서 학생의 단위 조정 활동을 기술한다는 것

구성하고 다양한 측정 스킴을 구성해 나간다. 학

은 그 학생이 어떤 종류의 단위를 사용하여 어떤

생이 구성하는 측정 스킴이 어떤 종류이건 항상

조작을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며, 단위의 종

‘단위’가 수반되므로, 학생이 구성하는 단위의

류와 수행한 조작, 그 배경이 되는 스킴에 따라

종류와 단위 조정 활동을 통해 조직하는 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례 문제는

학생의 측정 스킴 구성 분석을 위한 핵심 요소

(연구자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곱셈적 상황을

이다. ‘단위’ 개념은 인지 활동과 무관하게 측정

포함하고 있으므로, 곱셈적 상황에 관련된 양적

스킴의 구성을 위해 외부로부터 주어진 도구가

조작인 곱셈적으로 결합하기, 곱셈적으로 비교하

아니라, 그 자체가 측정 스킴 구성의 필수적인

기와 관련된 단위 조정 조작을 살펴보도록 한다.

요소이다. 즉, 단위와 단위 조정 활동을 통한 체

수학교육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학생의 수학 지

계의 구성 과정은 다양한 측정 스킴을 구성하면

식 발달에서 곱셈 추론(multiplicative reasoning)의

서 재조직되어 발달해 나가는, 유아기부터 시작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심리학적, 수학적 근원에

되어(Steffe & Cobb, 1988; von Glasersfeld, 1981)

대해

초·중등과정까지 계속되는 기나긴 여정이다(Behr,

Fischbein, Deri, Nello, & Maino, 1985; Graeber &

Harel, Post, & Lesh, 1992; Hackenberg, 2010b;

Tirosh, 1988; Greer, 1987). 그중에서 반복 덧셈

Steffe & Olive, 2010).

모델, 즉 동수누가 모델(Fischbein et al., 1985)은

주목해

왔다(Confrey

&

Harel,

1994;

가장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곱셈 모델로 여겨져

2. 곱셈적 상황에서 단위 조정

왔는데, 덧셈의 반복을 통해 양의 곱셈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단일 단위(1-단위) 수 계열3)과 합성

단위 조정은 신 피아제 주의자인 Steffe가 학

단위4) 수 계열의 조정을 수반한다(Steffe, 1994).

2) ‘조정’으로 번역한 coordination이라는 단어는 발달 심리학자 Piaget가 사용한 용어에 연원을 둔 것으로 ‘협
응’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협응’은 주로 신체의 신경 기관, 운동 기관 간의 호응과 조화로운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행동임을 강조하기 위해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3) 수 계열은 세기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산술 단위 항목(arithmetical unit items)이 계속 이어진 수 구조이다.
수 계열은 수 계열을 구성하는 단위의 종류에 따라 초기 수 계열(initial number sequence: INS), 암묵적으로
내포된 수 계열(tacitly nested number sequence: TNS), 명시적으로 내포된 수 계열(explicitly nested number
sequence: ENS), 일반화된 수 계열(generalized number sequence: GNS)로 분류된다(Steffe, 2010). 더 상세한 설
명은 Ulrich(2015, 2016)을 참고하시오.
4) 합성 단위란 그 자체가 여러 개의 단위로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Steffe, 1994). 합성 단위는 수 계열의 일
부를 단위화하고, 단위화가 일어난 수 계열의 특정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기수성(cardinality)을 추상화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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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ordination of a sequence of units of one and a sequence of units of six
1-단위 수 계열

1

2

3

4

5

6

7

...

6-단위 수 계열

6

12

18

24

30

36

42

...

예를 들어 합성 단위 6과 5가 주어질 때, 두 합

조작의 횟수가 몇 번인지 아는 것이다. 이를 위

성 단위를 동수누가의 방식으로 결합하기 위해

해서는 Table 1과 같이 1-단위 수 계열을 구성하

서는 6-단위의 반복 조작(iterating operation)을 통

여 6-단위 수 계열과 조정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한 6-단위 수 계열 구성과 더불어 1-단위 반복을

그래야만 30-단위의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6-단

통한 수 계열을 구성하고 이를 6-단위 수 계열과

위 반복 조작의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1-단위 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계열을 사용하여 6-단위가 반복된 횟수를 찾을

같이 6-단위 수 계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복

수 있기 때문이다.5)

조작을 멈추어야 할 시점은 1-단위 수 계열이 5

한편 몇몇 학자들은 반복 덧셈으로서 곱셈 모

가 될 때이다. 즉 학생은 1-단위 수 계열을 자신

델이 덧셈적 사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 6-단위 반복 조작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

수학적 사고로서의 곱셈적 사고를 설명하는 데에

고, 이때 6-단위 수 계열의 마지막 값인 30이 합

는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Clark

성 단위 6과 5의 양적 조작의 결과이며 이 양적

& Kamii, 1996; Confrey, 1994; Steffe, 1994),

조작으로 형성되는 구조는 6-단위 5개로 구성된

Steffe(1992)는 학생이 어떤 상황을 ‘곱셈적’ 상황

30-단위이다. 이와 관련된 역의 상황, 즉 나눗셈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합성 단위를 다른 합

상황은 측정의 대상이 되는 합성 단위와 측정의

성 단위의 각 단일 단위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두

단위로 사용할 합성 단위가 주어지는 경우인데

합성 단위의 조정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p.

(Steffe, 1992), 이는 ‘사탕 30개를 한 봉지에 6개

264). 예를 들어 위와 같이 합성 단위 5와 6이 주

씩 나누어 담을 때 모두 몇 봉지가 필요한가?’와

어져 있다고 할 때, 5와 6의 곱셈적 단위 조정은

같은 포함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5-단위를 구성하는 각 1-단위에 6-단위를 분배하

학생이 6-단위를 사용하여 30-단위를 측정하려는

는 것이며, 그 결과로 형성된 양적 구조는 6-단위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두 합성 단위 6과 30의

5개로 구성된 30-단위이다(Figure 1 참고).

포함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6-단위를
30-단위로부터 분리하여 30-단위의 구성을 위해
반복 조작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30단위를 6-단위 몇 개로 구성된 양적 구조를 가진
양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6-단
위를 반복하여 수 계열을 구성해 나가면서 30단위의 측정/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수행한 반복

Figure 1. Multiplicative units coordination with
two composite units, five and six

과이다. 예를 들어 ‘넷’이 합성 단위라면 그 ‘넷’은 ‘1, 2, 3, 4’를 세는 것과 ‘83, 84, 85, 86’을 세는 것 모
두를 나타낸다(Ulrich, 2015).
5) 이러한 의미에 보면 포함제 해결의 주요 활동은 동수누감이 아닌 동수누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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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나눗셈 상황은 등분제 상황이라

간의 관계를 구성하면서 양적 구조가 복잡해지

할 수 있다. 한 합성 단위를 다른 합성 단위 개

는데, 단위 조정 단계는 이때 생성되는 단위 구

수로 구성되도록 등분할하는 조작을 합성 단위

조의 복잡성에 따라 나누어진다. 양의 구조에 내

에 대한 등분할 조작(equi-partitioning operation

재된 층(layer of embeddedness)을 수준(level)이라

for composite units)이라 하는데(Steffe & Olive,

고 하는데, 예를 들어 3수준 단위(three levels of

2010), 예를 들어 사탕 30개를 5봉지에 똑같이

units)의 구성은 학생이 1-단위(첫 번째 수준)를

나누어 담을 때 한 봉지에 들어갈 사탕의 개수

어떤 합성 단위 안에 내재시키고(두 번째 수준),

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30-단위를 5

그 합성 단위를 다른 합성 단위 안에 내재시켜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기 위해 학생은 30-단위가

단위의 단위의 단위(세 번째 수준)를 구성함을

5부분으로 등분할된 구조, 즉 미지의 합성 단위

의미한다(Ulirch, 2015).

5개로 구성된 30-단위를 표상하고, 미지의 양 대

Table 2는 Norton, Boyce, Ulrich, & Phillips

신에 적절한 합성 단위를 분배하는 단위 조정

(2015)가 Steffe(1992, 1994)의 단위 조정 이론을

조작 수행을 통해 미지의 양이 얼마인지 찾을

바탕으로 학생이 단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얼마

수 있다. 이러한 단위 조정 활동은 “5 곱하기 5

나 정교하고 복잡한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는 25니까 안되고, 5 곱하기 6은 30, 답은 6!”과

‘5주의 방학은 며칠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같은 문제 해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   과 같은 나눗셈 연산을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위 조정 단계는

통해 답을 찾을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학생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

 ÷   이라는 수치적 조작이 30-단위를 5부

할 수 있는 단위 수준의 수와 활동을 통해 조정

분으로 등분할하는 양적 조작을 수반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학

는 것이다.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의 결

생이  (  은 1, 2, 3)수준의 단위를 가지고 상황

과는 6-단위 5개로 구성된 30-단위이며 이는 두

을 이해하는 것은 그 상황 안에서  수준의 단위

합성 단위 5와 6의 단위 조정 조작의 상황이 되

를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단위 조정 활

므로, 곱셈적 단위 조정 조작은 합성 단위에 대

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한 등분할 조작과 역 관계에 있다. 학생이 이 역

문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단위 조정 단계에 따라

관계를 구성하여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

학생이 구성하는 단위 수준은 다르다(Norton &

을 단위 조정 조작의 역조작으로 재구성할 때,

Boyce, 2015).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한다(take as

합성

조작(splitting

given)’는 것은 학생이 실제 활동에 참여할 필요

operation for composite units)을 구성하였다고 한

없이 자신의 현재 인지 구조 안으로 동화할 수

다(Steffe & Olive, 2010).

있음을 말하며(Piaget, 1970, Norton et al., 2015에

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서 재인용), 이와 대조적으로 ‘활동을 통해(in

3. 단위 구성과 단위 조정 단계

activity)’ 구성한다는 것은 학생이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어떤 활동을 수행하여야 구성할 수 있

양적 조작을 통해 서로 다른 유형/차원의 단위

음을 의미한다(Norton et al., 2015). 1단계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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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its coordination with whole numbers (Norton et al., 2015, p. 52)
단계

학생의 단위 조정 방식

1

1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동을 통해 2수
준 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2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동을 통해 3수
준 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3수준 단위 구조
간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다.

방학 문제에 대한 학생의 추론
7-단위를 몇 번 세었는지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7은 1주; 14는 2주; 15, 16, 17, 18, 19, 20, 21은 3주;...”와
같이 셀 수 있다.
7과 5라는 합성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7단위 5개가 얼마인지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문제 해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이 두 개면 14, 그리고 7이 두 개
더 있으면 28이 되고, 그다음 7이 하나 더 있으면... 35이다”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7-단위 5개로 구성된 양을,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하기 전에라도,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이 5개인 것과 5
가 7개인 것과 같으므로 나는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5를 사용할
것이다; 5가 5개이면 25 그리고 5가 2개 더 있으면 35가 된다.”
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합성 단위를 자신이 가진 스킴의 동화 구조에

된다. 이렇게 2단계 학생이 합성 단위로 이루어

포함할 만큼 내재화된 구조를 구성하지 않았으

진 합성 단위를 만들고 3개의 서로 다른 수준의

므로, 비록 Table 2의 방학 문제와 같은 곱셈 문

단위(1-단위, 4-단위, 28-단위)에 주목할 수 있을

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곱셈 추론에 참여한다

때, 이를 ‘3수준 단위를 활동을 통해 조정하였

고 하기는 어렵다(Hackenberg, 2010b). 본격적인

다’라고 한다. 또한 ‘45는 얼마나 많은 5로 구성

곱셈 추론의 발현은 2단계부터 시작된다고 볼

되어 있습니까?’와 같은 문제에 대해 2단계 학생

수 있으며, 유연한 곱셈 추론을 요구하는 비례

은 자신이 5-단위를 몇 번 세는지 모니터링하면

추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3단계 수준의 단위 조

서 5-단위를 반복하여 45-단위를 구성한 뒤, 답

정이 필수적이다(Ulrich, 2016).

으로 9를 찾을 수 있다. 이 학생은 5-단위를 반

본 연구에 참여한 세 학생이 2단계 한 명, 3단

복하여 45-단위를 구성한 자신의 조작 결과에

계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단계와 3단계

대한 반성을 통하여 45-단위를 5-단위 9개로 이

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조정 활동에 대하여

루어진 곱셈적 구조를 가진 합성 단위로 재개념

좀 더 설명하도록 한다. 2단계 학생은 두 합성

화할 수 있지만, 구성한 곱셈 구조에는 두 가지

단위에 동시에 주목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5-단위가 반복 가능한

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

(iterable) 단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45-단위를

하다. 2단계 학생은 사탕을 한 줄에 네 개씩 차

이루는 9개의 5-단위들을 서로 동등(equivalent)하

례대로 일곱 줄을 만들고 나서 모두 28개가 됨

지만 똑같은(identical)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을 찾은 뒤에, 결과로 얻은 28개의 사탕을 구성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이 구성한 곱셈적

하기 위해 수행했던 조작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구조를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28과 같은 크기를 가지는 7개의 집합을 하나의

된다. 두 번째 제한점은 2단계 학생이 구성한 곱

양으로 단위화할 수 있다. 즉 28-단위를 1-단위

셈 구조는 안정적이지 않고 예측적(anticipatory)

28개로 이루어진 합성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4-

이지 않기 때문에 5-단위 9개로 이루어진 45-단

단위 7개로 이루어진 합성 단위로 볼 수 있게

위와 같은 합성 단위로 이루어진 합성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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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어떤 조작을 수행해야 할 때마다 새로

자는 학생의 풀이 과정을 관찰하면서 의문이 있

구성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3단계 학생은 곱셈

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거나 다른 문제 상황을

구조에 대한 반성과 재처리(reprocess)를 통해 곱

제시하면서 학생의 사고를 더욱 면밀히 이해하

셈 구조가 스킴의 동화 구조에 포함되어 있으므

고자 노력했다. 면담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두

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실제 조작 활동을 통

명의 중등 수학 교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제1 저

해 곱셈적 관계를 구성하지 않고도 곱셈적 관계

자는 면담 일정 수립, 면담 과제 구성 등의 전반

가 포함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Ulrich,

적인 자료 수집 과정을 주도하였고, 면담이 끝날

2016).

때마다 면담자와 만나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 면
담에 사용할 문제와 학생의 예상 반응, 그에 따

III. 연구 방법

라 대처할 수 있는 후속 질문들에 대해 조언하
였다.

1. 연구 방법 개관

2. 연구 참여자 및 과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중학교 1학년 3명

수학적 수준이 다양한 3명의 학생을 선정하기

을 대상으로 4개월(2017.3.31~2017.6.30)간 총 24

위해 광역시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서 담당 교사

차시(각 학생당 8차시, 1차시 약 50분)에 걸친

의 도움을 받아 반 배치 고사, 수업 참여도, 학

임상 면담(Ginsburg, 1997)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부모 동의 등의 검토를 거쳐 현서, 준우, 한나6)

일부이다. 임상 면담은 면담자가 과제를 제시하

를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차시의 사전 면

면, 참여자는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반응하고,

담과 8차시의 본 면담을 통해 현서는 단위 조정

면담자는 다시 참여자의 반응에 대하여 후속 질

단계의 관점에서 2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문을 하거나 문제를 변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학생으로 나타났다. 현서

진행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참여자

는 면담 과정 전반적으로 합성 단위로 구성된 3

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수준 단위 구조를 활동을 통해 구성할 수는 있

발휘하고, 연구자는 이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었지만, 이를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자

참여자의 문제 해결 행동을 뒷받침하는 인지적

원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반면 준우와 한나는

기제를 추론한다(Davis & Hunting, 1991). 본 임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 면담의 목적은 중등 수학 과정을 처음 시작

3단계 학생이었다. 즉, 두 학생은 3수준 단위를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산술적 지식과 대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적 지식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활동지에

면담은 방과 후에 참여 학생의 교실에서 수행되
었으며 면담하는 동안 학생들은 활동지에 자기
생각을 최대한 자세히 쓰며 문제를 풀었다. 면담





주어진  -막대를 이용하여  -막대를 구하라는


문제에 대하여 준우는 별 어려움 없이 주어진

6) 참여 학생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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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를 16으로 등분할하여  -막대를 만들




지고 있는 자연수, 분수 지식과 같은 산술 지식



었다. 이는 단위분수  ,  , 로 구성된 3수준
 

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학생의

단위 구조를 문제 해결에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자연수 합성 단위뿐만
아니라 단위분수를 포함한 문제 상황에서도 3수
준 단위를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여준 것이다. 한나는 준우와 같은 3단계 학생이
었지만, 문제 해결의 속도나 가용한 해결 전략의
수 등에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학생의 단위 조정 활동과 조작 방식의 차이는
비례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는

Ⅳ장 결과 분석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면담 과제 구성의 기본 방향은 각 학생이 가

과 대수식, 비례와 같은 대수적 지식이 잘 드러

산술 지식 구성과 관련된 연구(예, Empson, Junk,
Dominguez, & Turner, 2006; Hackenberg, 2007;
Lamon, 1996; Norton & Wilkins, 2009, Steffe &
Olive, 2010), 대수 지식 구성에 관련된 연구(예,
Beckmann & Izsák, 2015; Hackenberg & Lee,
2015, 2016; Langrall & Swafford, 2000; Steffe,

Ⅱ

Liss , & Lee, 2014) 등을 참고하여 약 60여 개
의 과제를 만들었고, 학생의 반응에 따라 한 차
시에 5~8개의 과제를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 개념
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단위 조정 활동과 조작

Table 3. Mixed-juice problems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 오렌지-레몬 주스 혼합물은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를 5대 2의 비로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스 혼합물에 관한 다음 각 문제를 풀고 설명해 보세요.
1-1. 오렌지 주스 75컵을 포함하는 주스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레몬 주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때 주스 혼합물은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1-2. 주스 혼합물 140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 딸기-바나나 주스 혼합물은 딸기 주스와 바나나 주스를 각각 3대 5의 비로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막대 그림은 딸기 주스와 바나나 주스를 담는 용기입니다. 주스
혼합물에 관한 다음 각 문제를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2-1. 딸기 주스 90컵을 포함하는 주스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바나나 주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때 주스 혼합물은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2-2. 주스 혼합물 160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딸기 주스와 바나나 주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2-3. 딸기 주스 80컵을 포함하는 주스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바나나 주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때 주스 혼합물은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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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두 비례

위해 하나의 비디오 파일로 병합, 편집하였다.

상황을 선정하여 참여 학생들의 해결 과정에 대

모든 자료 수집이 완료되고 난 뒤 두 저자는 각

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Table 3 참고). 두 문

자 학생들의 활동지와 편집한 비디오 자료를 바

제 상황 모두 두 종류의 주스를 섞어 혼합물을

탕으로 1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 분석의 목적

만드는 상황으로, 주스 한 종류의 양이 주어진

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 활동과 면담자와의 대화

경우(문제1-1, 2-1, 2-3)와 전체 주스 혼합물의 양

에서 관찰되는 언어, 제스처, 기타 행동들이 어

이 주어진 경우(문제1-2, 문제2-2)를 하위 문제로

떤 수학적 사고, 즉 어떤 단위 구조와 조작을 기

포함하고 있다. 문제1과 2의 차이점은 문제 내

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추측하여 기술하는 것이었

띠 그림 제시의 유무이다. 학생들은 면담 과정에

고, 분석 내용은 발췌문을 포함한 학생의 문제

서 특정한 시각적 모델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 과정에 대한 묘사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서술된 연구자의 분석,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있었지만, 띠 그림이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에

(Corbin & Strauss, 2015). 1차 분석이 완료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난 뒤 저자들은 서로의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Beckmann & Izsak, 2015; Yim & Lee, 2015)에

논의를 통해 각 학생에 대해 전체 문제 해결 활

따라 더 다양한 반응을 관찰하고자 띠 그림과

동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함께 제시한 문제를 추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

고, 이 모델을 사용하여 세 학생의 단위 조정 활

다. Table 3의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는 세 학생

동 및 조작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

모두에게 제시하였고, 띠 그림이 포함된 딸기-바

서술하였다.

나나 주스 문제 중 2-1, 2-2는 현서, 준우에게,
2-3은 한나에게 제시한 문제이다. 문제2-3은 주

IV. 결과 분석

어진 양이 대응되는 비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즉 딸기 주스 80컵이 딸기 주스에
대응되는 비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에서 나머지 문제와 다르지만, 학생들의 띠 그림

1. 3수준 단위를 활동을 통해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서

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 한
나의 풀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기로 한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가. 현서의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 해결
종이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약 3분 30
초 동안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듯 중얼

각 면담은 두 대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거리다가 문제를 바라보기를 반복하던 현서는

촬영하였다. 카메라 한 대는 정면에 고정하여 학

갑자기 문제1-2를 풀기 시작하였다. 종이 위에

생과 면담자의 전체 상호작용을 녹화하였고, 나

“  ,   ,   ...”과 같이 문제에 주어진 비

머지 한 대는 활동지에 고정하여 학생이 문제를

5대2를 반복하여 얻은 비를 계속 써 내려가다가

푸는 장면을 녹화하였다. 녹화된 영상은 분석을

“  ”,

“  ”을

구하고는

“오렌지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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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컵 레몬주스 40컵”이라고 적었다 (Figure 2

면: 다 됐는가요?

참고).

현: 예.
면: 자 한번 1번부터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볼까요?
현: 5대2니까, (종이 위에 “  ÷    ”라고 쓰
며) 오렌지 주스를 75 나누기 5를 해서 15
컵이니까, (문제의 “ 대 ”에서 “  ”를 펜으
로 가리키며) 여기 한 개는 15니까, (종이
위에 “  ×    ”이라고 쓰며) 여기 이제

Figure 2. Hyunseo’s units coordination for
Problem 1-2

15 곱하기 2해서 30으로, 30으로 오렌지 주
스 컵이 30컵이고, 75 더하기 30을 하면
105니까 혼합물은 105.

…

( )

문제1-1로 돌아간 현서는 문제를 바라보며 무
언가를 고민하는 듯하더니 활동지 한쪽 구석에
“”와 “”라고 썼다. 5와 2를 각각 4로 나

현: 5대2 비율이니까, 이제 그럼 한 개... 거의
한 개에 얼만큼 몇 컵인지 알려면 15[75]8)
나누기 5를 해서 나온 게 이제 이게 한 컵,

누어 본 것 같았다. 그러더니 다시 문제1-1의 밑

면: 한 컵?

에 “오렌지주스 컵”이라 쓰고, 혼잣말로 “

현: 이니까, 아, (  에 동그라미를 치며) 이게 1

컵의 반이니까 컵”이라며 “레몬주스 컵”

이니까,

이라고 썼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하고

면: 아 그게 1?

37.5컵으로 고쳐 쓴 뒤, “혼합물 ”라고 썼
다. 다음은 이어지는 면담자와의 대화이다.

현: 비율에서, 그러니까 이제 (“ 대 ”의 “  ”를
가리키며) 이게 2니까 여기서 15 곱하기 2
해서 30. 이게 30이 레몬주스고 이제 오렌
지, 원래 오렌지 주스에서 75 더하기 30을

발췌문1: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을 수행

해서 105, 혼합물.
면: 음...

하여 문제1-1을 해결한 현서7)
면: 자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볼까요?

현: 맞나? 아닌가?

현: 어.... 맞나?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실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기 전 3분 30초나 되

면: 먼저 1번[문제1-1]부터.
현: 예... 어... (5초 후) 아이, 잠시만요. 맞나? 이
게... 열 개, 열다섯 개. 열다섯, 30. 30, 30
컵. 이게 30컵인가? [레몬 주스 밑에 쓴

… 25, 25.

“  ”를 “  ”으로 고쳐 쓴다] 음

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고민했다는 것은 이후
문제 해결 성공 여부를 떠나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가 현서에게 도전적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준

하나당 25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

다. 현서가 갑자기 문제1-2를 풀기 시작했기 때

나당 열다섯, 열다섯 컵이니까, 열다섯 컵,

문에 문제1-1과 문제1-2중 어느 문제에 얼마나

30컵. 음. 105컵. [혼합물 “  ”를 “  ”

시간을 할애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 고쳐 쓴다] 예.
7) 발췌문에서 ‘면’은 면담자, ‘현’은 현서, ‘준’은 준우, ‘한’은 한나를 의미한다. ( )안의 내용은 학생과 면담
자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이며, [ ]의 내용은 연구자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은 이야기 중 약
간의 시간 공백이 있음을 나타내며, ‘(...)’은 편의상 생략된 대화 내용을 나타낸다.
8) 현서는 15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75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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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단위 조정 방

75를 5부분으로 등분할하는 합성 단위에 대한

식은 완전히 달랐다. 먼저 문제1-1의 해결 과정

등분할 조작은 ‘75개의 사탕을 5봉지에 똑같이

을 살펴본다.

나누어 담을 때 한 봉지에 들어가는 사탕의 개

현서는 면담자에게 문제1-1에 대한 설명을 시

수는?’과 같은 등분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조

작할 때까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5:2의 두

작이다. 이 문제의 경우 ‘나누어 담을 때’와 같

수를 4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주어진 오렌지 주

은 분할 활동을 유도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스 75컵을 반으로 나누어 레몬 주스의 양을 구

서 합성 단위 75에 대한 등분할 조작을 보다 명

해보기도 했으나, 자신의 나눗셈 연산과 연관된

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오렌

분할 조작이 어떤 양적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지-레몬 주스 문제와 같은 비례 상황에서 합성

어떻게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지 예상하지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

못하는 상태에서의 시도처럼 보였다. 이때 면담

행하기 위해서는 등분제의 해결에 필요한 양적

자와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풀었냐는 면

구조보다 복잡한 단위 구조의 구성이 필요하다.

담자의 질문에 현서는 풀이를 설명하는 대신에

본 연구자들이 추측한 현서가 문제1-1의 상황에

자신의 답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른 풀이

대해 구성한 양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현서는

방법에 대한 현서의 설명 “오렌지 주스를 75 나

5:2의 비로 이루어진 주스 혼합물을 미지의 합성

누기 5를 해서 15컵이니까, 여기 한 개는 15니

단위 5개로 이루어진 3수준 단위 구조와 미지의

까”로 미루어 보아, 풀이의 첫 단계는 오렌지 주

합성 단위 2개로 이루어진 3수준 단위 구조의

스 75컵을 미지의 합성 단위 5개로 이루어진 3

두 양을 결합한 양으로 보고 오렌지 주스의 양

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합성 단위로 표상하고,

이 75컵이라는 조건에 따라 75를 미지의 합성

미지의 양이 얼마인지 찾기 위해 합성 단위 75

단위 5개와 대응시켜, 합성 단위 75에 대한 등분

를 5로 등분할하는 것이었다. 현서의 이후 설명

할 조작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참고하여 처음에 “이게... 열 개, 열다섯 개.

(Figure 3 참고).

열다섯, 30. 30, 30컵. 이게 30컵인가?”라고 말하
였을 때 현서가 수행했을 단위 조정 활동을 추
측해 보면 75-단위를 5부분으로 등분할하려는
목적으로 5-단위의 각 1-단위에 10-단위를 분배
하는 단위 조정 조작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기
대와 다르자(즉, 10-단위가 5개이면 50-단위가 되

Figure 3. A hypothetical quantitative structure that

어 75-단위가 아니므로), 다시 각 1-단위에 15-단

Hyunsuh would construct for Problem 1-1

위를 분배하는 단위 조정 조작을 수행하고 15단위 5개로 이루어진 75-단위를 구성한 뒤, 이때
1-단위에 대응되는 15-단위를 두 번 반복하여 레
몬 주스의 양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Ⅱ장에서

하지만 현서의 문제1-2에 대한 단위 조정 활동
은 문제1-1과 완전히 달랐다. 다음은 문제1-2에
대한 현서와 면담자와의 대화이다.

설명한 바와 같이 합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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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ordination of two number sequences of units of five and two for the orange-lemon juice problem
5-단위 수 계열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100

2-단위 수 계열

2

4

6

8

10

12

14

16

18

20

...

40

발췌문2: 5-단위와 2-단위 수 계열의 조정을 통

하여 더하는 활동이었다. 현서는 혼합물 140컵을

해 문제를 해결한 현서

5:2의 비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비 5:2를 반복

면: 이번에는 혼합물이 140컵이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구했나요?

하여 그 결과로 얻은 두 수의 합이 140이 되어
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 같았다. 즉, 현서는

현: 잠시만요. 140...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나?
면: 다르게 해도 될 거 같아요?
현: 그렇게 될 거 같긴 하지만, 아니 그냥 이렇

이 상황을 두 합성 단위(5-단위, 2-단위)의 반복
을 통해 다른 합성 단위(140-단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았고, 이는 한 합성 단위의 반
복을 통해 다른 합성 단위를 구성하는 포함제

게 할게요.
면: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를 여기다 풀어볼 수
있을까?
현: (멋쩍게 웃으며) 아, 아니요.
면: (같이 웃으며) 아니예요?

상황과 유사하다. 앞서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예를 들어 20컵의 물을 한 통에 4컵씩 담을
때 모두 몇 통이 필요한지 구하기 위해서는 4-단

현: 안 될 거 같애요. 그렇게 하면.

위의 반복 조작으로 생성되는 4-단위 수 계열과

면: 안 될 거 같애요? 자 그럼 요거[문제1-2] 한

4-단위 반복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번 설명해 봅시다. 왜 이렇게 됐죠?
현: 아... 140이니까 5대2를 점점, 점점... 그... 곱
하기 2씩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올라가면 이
제 100대 40으로, 주스의 혼합물...에서 되가

1-단위 수 계열의 조정이 필요하다(Table 5 참고).
하지만, 현서가 문제1-2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
한 단위 조정 활동은 위의 포함제 해결 과정보

지고, 그래 가지고 오렌지 컵은, 오렌지 주

다 조금 더 복잡하다. Table 4와 같이 현서는 주

스는 100컵, 레몬주스는 40컵.

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합성 단
위의 반복으로 구성된 수 계열을 조정하였다. 문

현서는 문제1-2를 해결하기 위해 비 5:2의 두

제1-2의 풀이 과정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

합성 단위(5-단위, 2-단위)를 반복하여 각 합성

았지만 현서가 2단계 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현

단위로 이루어진 수

계열9)을

구성하고, 두 수

서의 단위 구조 안에 반복 조작에 대한 모니터

계열을 조정해 나가면서 주스 혼합물이 140컵이

링으로부터 생성되는 1-단위 수 계열이 내재해

되는 경우를 찾았다(Table 4 참고). “곱하기 2씩

있다고 볼 수 있고,10) 그렇다면 사실상 1-단위,

해가지고 올라가다가”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5-단위, 2-단위 세 개의 수 계열을 조정한 것이

현서가 수행했던 조작은 전 항을 두 배 하여 다

라 할 수 있다. 또한, 포함제 해결의 결과는 1-단

음 항을 구한 것이 아니라 두 합성 단위를 반복

위 수 계열의 마지막 값이지만, 문제1-2의 해결

9) 5-단위의 반복으로 구성된 수 계열은 {5, 10, 15, 20,...}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Table 4의 5-단위의 반복
으로 구성된 유한 수 계열은 부분 수 계열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본 원고에서는 편의상 수 계
열로 명명하여 부르기로 한다.
10) 현서는 다른 문제 상황(사탕 35개를 3:4로 나누는 상황)에서 1-단위, 3-단위, 4-단위의 반복으로 구성된
세 수 계열을 조정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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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ordination of a sequence of units of one and a sequence of units of four to solve a quotitive
division problem
1-단위 수 계열

1

2

3

4

5

6

...

4-단위 수 계열

4

8

12

16

20

24

...

을 위한 단위 조정 활동의 결과는 두 합성 단위

문제1-1을 건너뛰고 문제1-2를 풀었던 오렌지-

수 계열의 마지막 값(100과 40)이 된다는 점이

레몬 주스 문제와 달리 현서는 30초 정도 문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

2-1을 응시하다가 딸기 주스를 나타낸 3-부분 띠

제 해결 활동 모두 합성 단위를 사용하여 다른

그림 전체를 묶어 “컵”이라고 쓰고, 그중 맨

합성 단위를 구성/측정한다는 점에서, 또 1-단위

왼쪽 부분에 “컵”이라고 쓴 뒤, 바나나 주스를

와 합성 단위, 두 다른 차원의 단위의 수 계열의

나타낸 5-부분 띠 그림 전체를 묶어 “컵”이

조정으로부터 생성되는 양적 구조에 대한 반성

라고 쓰고, 90과 150을 더해 전체 혼합물 240컵

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는 조작적으

을 구하였다(Figure 4 참고). 다음 발췌문3은 문

로 유사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제2-1에 대한 면담자와의 대화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현서가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이다. 문제1-1을 미지의 합성
단위 5개와 2개를 결합한 양적 구조를 기반으로
해결하고 난 직후였으므로, 현서가 말한 다른 방
법은 같은 양적 구조를 사용하여 문제1-2를 해
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현
서가 그 양적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었다면 주스 혼합물 140컵

Figure 4. Hyunsuh’s strip diagram for Problem 2-1
발췌문3: 띠 그림을 이용해 합성 단위에 대한 등
분할 조작을 수행한 현서
면: 어떻게 풀었는가요?
현: 아, 딸기 주스가 90컵이니까, (“  컵”이라고

을 미지의 합성 단위 5개와 2개의 결합으로 구

쓴 딸기 주스 띠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키

성된 양, 즉 미지의 합성 단위 7개로 이루어진 3

며) 이 한 개, 한 개는 30컵이고, 그러면 이

수준 단위 구조로 보고 140-단위를 7부분으로

바나나 주스도 이게 한 컵이 30이니까,

등분할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면담자의
계속된 독려에도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한 것은
현서가 미지의 합성 단위 7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
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    ”을 쓰며) 30 곱하기 5를 해
서 나오는 게 150컵이니까 이게 바나나 주
스이고, 이제 그럼 혼합물을 만들려면 이제
90 더하기 150을 해가지고 이제 240이 나온
게 이제 혼합물이다.
면: 응, (현서가 “  컵”이라고 쓴 딸기 주스 띠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가 30컵인

나. 현서의 띠 그림이 주어진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 해결

거는 어떻게 알았죠?
현: (“  ÷    ”을 쓰며) 90, 90 나누기 3을
해서 나온 게 30컵이라.
면: 아, 왜 90을 3으로 나눠야지 하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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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나요?
현: (딸기 주스 띠 그림 3부분의 각 부분을 펜
으로 가리키며) 여기 딱, 세 개가 있어가지
고 90에서 3을 나누면 이 한, 이 한... 뭐라
해야 되지, 한 개를 구할 수 있어서.

는 인지적 부담을 덜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현서의 문제2-1의 해결 과정은 띠 그림이라
는 시각적 모델이 비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2-2에서 띠 그림이 주어져 있

현서는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2-1도 오렌지-레

었음에도 주스 혼합물을 미지의 합성 단위 8개

몬 주스의 문제1-1과 유사하게 3:5로 섞인 주스

로 이루어진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양으로 표

혼합물을 미지의 합성 단위 3개와 5개가 결합된

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현서의 모습은 연

구조로 이해하고 주어진 딸기 주스 90컵을 3으

구자들이 시각적 모델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

로 나누어 비에서 1에 해당하는 양을 구한 뒤,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다섯 배 하여 바나나 주스의 양을 구하였

현서는 문제2-2를 읽자마자 문제2-1과는 다르

다. 차이점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오랫

게 “  ”, “  ”과 같은 3-단위와 5-단위를 반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의

복하여 얻을 수 있는 비를 계속 써내려 나갔고,

경우와 달리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에서는 딸기

“  ”을 찾은 뒤 딸기 주스 3-부분 띠 그림

주스의 양 90컵을 해당하는 비인 3으로 비교적

에는 60, 바나나 주스 5-부분 띠 그림에는 100이

쉽게 나누고, 이를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었

라고 썼다(Figure 5 참고).11) 다음은 이어지는 면

다는 것이다. 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로 첫

담자와의 대화이다.

번째는 바로 이전에 오렌지-주스 문제라는 유사
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통해 풀이 방식의
패턴을 인식하고 주어진 딸기 주스의 양을 딸기
주스에 해당하는 비로 나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좀 더 비중을 두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딸기 주스를 위해 주
어진 3-부분 띠 그림이라는 시각적 모델이 현서

Figure 5. Hyunsuh’s strip diagram for Problem 2-2

가 90을 미지의 합성 단위 3개로 이루어진 3수
준 단위 구조를 가진 양으로 구성하고 이 구조

발췌문4: 3-단위와 5-단위 수 계열의 조정을 통

를 기반으로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을

해 문제를 해결한 현서

수행하는 데 도움을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면: 어떻게 풀었나요?

면담자의 왜 90을 3으로 나누었냐는 질문에 “여

현: 딸기랑 바나나가 3대5 비율이니까, (자신이
쓴 비를 펜으로 가리키며) 이게 계속 올라

기 딱, 세 개가 있어가지고”라며 띠 그림을 사용

가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하여 설명하는 모습에서 3-부분 띠 그림을 90컵

60대 100으로 되가지고, 딸기 주스가 60이

으로 생각함으로써 미지의 합성 단위 3개로 구

고, 바나나 주스가 100이니까 이걸 둘이 더

성된 90-단위를 정신적인 수준에서 표상해야 하

하면 160으로 여기 혼합물이 나와요.

11) 붉은 글씨는 현서가 이후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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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거 아까 푼 거랑 똑같은 방법이네.

지-레몬 주스 문제1-2와 같이 비를 구성하는 두

현: 네.

합성 단위의 반복을 통해 두 합성 단위의 수 계

면: 근데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밑줄 쳐
놨잖아요. (문제의 “아래의 막대 그림”을 가
리킨다.)

열을 구성하고 이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
다. 현서가 문제2-2를 읽자마자 바로 풀기 시작

현: 네. 아 그렇네.

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2-2를 해결할 수 있

면: 막대를 담은 용기를 이용해서 한 번 풀어보

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자 하면서 이 막대를 먼저 줬어요. (딸기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2-1에서 자신이 구성

주스, 바나나 주스 띠 그림을 가리키며) 이
막대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을 해 보면, (딸기 주스 3-부분 띠

했던 30-단위 8개로 이루어진 주스 혼합물의 양
적 구조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사용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 하나의, 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까처럼, 이 하나의 막대 안에는 몇이 들어

현서가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면

가야 될까요?

담자가 문제에서 그림을 이용해서 풀라고 했음

현: 20...이겠죠. 여기 60이니까 (딸기 주스 띠
그림 위의 “  ”을 가리킨다).
면: 음... 그죠.

을 상기시켜주었을 때, “아, 그렇네”라고 대답한
것은 3-단위와 5-단위 수 계열의 조정 활동이 띠

현: 네.

그림과 관련 없이 수행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

면: 근데 만약에 이걸, 60인걸 몰랐으면 어떻게

서 띠 그림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했을까요?
현: 60인걸 몰랐으면, 음... (20초간 말이 없다
가) 음,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러면, 그러면... (10초 뒤에) 160에서 8을 나
눠 가지고,

면담자의 요청은 현서에게 다른 단위 조정 활동
이 필요한 새로운 문제 상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면담자가 문제2-1의 풀이를 상기시키며 띠
그림의 한 부분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자신이

면: 음, 그거 한번 써 볼까? 여기에다가.

이미 찾은 딸기 주스 60컵에 대응하는 3-부분 띠

현: (“  ÷    ”을 쓰며) 160 나누기 8을 해

그림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20을 찾을 수 있었다

서 나온 게 몇이지? 20? 20이니까 이 한 개

(“20 이겠죠. 여기 60이니까”). 하지만 딸기 주

당은 다 20씩?
면: 응 왜 요걸[160] 8로 나눠야지 하고 생각했
나요?
현: 여기에 막대 과자 8개씩 있으니까?

…

스가 60컵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는 이어지는 질문에 현서는 30초라는 시
간 동안 두 띠 그림과 연관된 주스 혼합물 160
컵의 양적 구조를 재구성해야 했다. 이는 앞서

만일 현서의 3:5라는 비 개념이 미지의 합성

20이라는 답을 찾았을 때, 3-부분 띠 그림과 5-

단위 3개와 5개가 결합된 8개로 이루어진 양적

부분 띠 그림의 결합으로 구성된 주스 혼합물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주스 혼합물 160컵을

160컵에 대한 양적 구조에 근거하여 찾은 것이

8로 등분하는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을

아님을, 즉 주스 혼합물 160컵을 20-단위의 8개

수행하여 미지의 합성 단위가 얼마인지 구하고

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나

이를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

중에 띠 그림이 모두 8부분임을 이용하여 160을

지만 현서는 띠 그림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오렌

8로 나누고 20을 찾았지만 “160 나누기 8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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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게 몇이지? 20? 20이니까 이 한 개당은
다 20씩?”이라며 자신이 찾은 답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말하였다. 바로 전에 딸기 주스 60컵이





면요. 그 15가  값이니깐요.  는 15 곱하


기 2라서요. 15 곱하기 2는 30. 그래서 그
레몬 주스는요, 그 30이잖아요. 그래서 오렌

3-부분 띠 그림임을 이용하여 구한 20과 같은 20

지 주스 75컵 하구요, 레몬 주스 30컵을 합

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쳐서요, 75 플러스 30은 105요. 주스 혼합물

는 현서가 20-단위 8개로 이루어진 주스 혼합물

은 105컵이구요.

과 20-단위 3개로 이루어진 딸기 주스와의 관계
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즉, 현서에
게 20-단위 3개로 이루어진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딸기 주스는 20-단위 8개로 이루어진 3수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준우는 현서
에 비해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였다. 준우의
풀이 방식은 현서와 유사했다. 5:2로 구성된 주

준 단위 구조를 가진 딸기-바나나 주스 혼합물

스 혼합물을 미지의 합성 단위 5개의 오렌지 주

의 일부분이면서, 따로 분리되어 조작의 대상으

스와 미지의 합성 단위 2개의 레몬 주스가 결합

로 삼을 수 있는 양이 아닌 서로 무관한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양인 것 같았다.

된 구조로 보고, 이 양적 구조를 기반으로 미지
의 합성 단위 5개에 대응되는 오렌지 주스 75컵
을 5부분으로 등분할하여 합성 단위 한 개의 크

2. 3수준 단위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

하는 준우
가. 준우의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 해결

기가 15임을 찾고, 이를 두 번 반복하여 레몬 주
스 30컵을 찾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75


를 5로 나눈 값을  이 아닌  , 15 곱하기 2를




가 아닌  라고 한 준우의 표현이다. 준우는




문제를 읽고 약 1분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는

미지의 합성 단위 한 개의 값으로 찾은 15-단위

듯하던 준우는 “ ÷   ”, “ ×   ”이라

를 오렌지 주스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 쓴 뒤, 75와 30을 더해 주스 혼합물 105컵을

주스 혼합물 전체를 기준으로 표현하였다. 이것

구하였다. 이어 문제1-2에 대해서는 약 20초 정

은 준우가 수행한 75-단위를 5부분으로 나누는

도 고민한 후, 140을 7로 나누어 20을 구하고 20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이 75-단위와 5-단

에 5와 2를 각각 곱해 오렌지 주스 100컵과 레

위의 관계에만 주목하여 수행된 것이 아니라 5:2

몬 주스 40컵을 구하였다. 다음은 문제1-1에 대

로 구성된 전체 주스 혼합물의 양적 구조를 인

한 준우의 설명이다.

식하고, 그 일부분인 오렌지 주스 75컵을 전체로
부터 분리하여 조작의 대상으로 삼아 분할 조작

발췌문5: 문제1-1의 해결을 위해 주스 혼합물을

을 수행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전체 주스 혼합

미지의 양 7개의 3수준 단위 구조로 구성한 준우

물을 미지의 합성 단위 7개인 3수준 단위 구조

준: 오렌지 주스 75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를 가진 양으로 구성하고, 이로부터 미지의 합성

오렌지 주스가 5대2 비율 중 5니깐요. 75에


서 5를 나눈 다음  값을 구했잖아요.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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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렌지 주스와의 전체-부분 관계를 인식하면

발췌문6: 문제1-2의 해결을 위해 주스 혼합물을

서 오렌지 주스 75컵을 미지의 합성 단위의 개

미지의 양 7개의 3수준 단위 구조로 구성한 준우

수인 5로 나누어 합성 단위 한 개의 크기가 얼

준: 주스 혼합물이 140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마인지 찾아낼 수 있었다. 준우가 문제1-1 상황

서요, 주스 혼합물이니까, 오렌지 주스와 레

에 대해 구성한 양적 구조를 도식화하면 Figure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현서의 문제1-1 상황

몬 주스를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5대2 비
율이 여기[140컵] 안에 나눠져 있으니까. 일
단 5 플러스 2는 7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에

에 대한 양적 구조를 도식화한 Figure 3과 비교

서 7을 나눈 다음 거기에 각각 곱하는 방법

해 보면 주스 혼합물 전체를 포함하는 타원이

으로 풀어가지구요. 140 나누기 7은 20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준우가 미지의 합성 단위 7

나왔구요. 20 곱하기 5는 100, 20 곱하기 2

개로 이루어진 주스 혼합물 전체를 단위화하여
이를 문제 해결에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준우의 이러한 3수준 단위 구
조를 가진 양을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하여 그
안에 내포된 또 하나의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양을 분리하고, 이를 다음 조작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3단계 학생의 특징이다.

는 40이 나와서요. 오렌지 주스는 100컵, 레
몬 주스는 40컵이 나왔어요.

준우는 문제1-2도 문제1-1과 같이 미지의 합성
단위 7개로 이루어진 주스 혼합물의 구조를 이
용하여 주스 혼합물 140컵을 미지의 합성 단위
의 개수인 7로 등분할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였다.
나. 준우의 띠 그림이 주어진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 해결

Figure 6. A hypothetical quantitative structure that
Junwoo would construct for Problem 1-1
이 문제가 만일 75컵을 5상자 안에 똑같이 나
누는 문제였다면 준우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 ÷   ”라는 첫
식을 쓰기 전까지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은
준우에게도 Figure 6과 같은 양적 구조를 구성하
는 일은 간단한 과제가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75-단위와 5-단위의 관계에만 주목한 것이

바로 이전에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를 해결하
였고 띠 그림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준우
는 딸기-바나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1분 이
상이 소요되었다. 문제를 바라보던 준우는 주어
진 3-부분 띠 그림과 5-부분 띠 그림의 각 부분
에 30이라 적은 뒤, 3-부분 띠 그림 옆에는 “”
을, 5-부분 띠 그림 옆에는 “”을 적고, 답으
로 “컵”이라고 적었다(Figure 7 참고). 다음은
문제2-1에 대한 준우의 설명이다.

아니라 더 복잡한 양적 구조 안에서 75-단위와
5-단위의 관계를 설정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1-2에 대한 준우의 설명이다.
Figure 7. Junwoo’s strip diagram for Proble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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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7: 문제2-1의 해결을 위해 주스 혼합물을

용에 대해 준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미지의 양 8개의 3수준 단위 구조로 구성한 준우

보기 위해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와 딸기-바나나

준: 이거 3대5 비잖아요. 근데 딸기 주스 90컵

주스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였고, 다음은

이구요. 여기[3대5] 중에 비는 3이니까 이

이에 관한 준우와 면담자의 대화이다.

거... 90 나누기 3을 해서 1당 얼만지 구했
어요.
인: 거기 말한 1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 8분에, 여덟 개 중에 한 개.

준: 음

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준우는 오렌지-레
몬 주스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딸기 주스

발췌문8: 띠 그림이 있고 없음에 큰 차이를 느끼
지 않는 준우
면: 이 앞에 있는 거[오렌지-레몬 주스 문제]랑
이거[딸기-바나나 주스 문제]랑 차이점이 뭔
거 같아요? 요거랑 요거. (준우가 10초 동안
말이 없자) 거의 같은 문제죠?

90컵이 주어진 상태에서 전체 주스 혼합물을 미

준: 네... 비슷한 문제.

지의 합성 단위 8개로 이루어진 양으로 보고, 이

면: 차이점이 뭔가요?

구조를 사용하여 딸기 주스 90컵을 이에 대응하

준: 차이점은 이게[딸기-바나나 주스 문제] 표가

는 합성 단위의 개수인 3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
결하였다. 딸기 주스 90컵을 3부분으로 나누어
얻은 30컵을 세 개 중의 하나가 아닌 “여덟 개

있다는 거.
면: 응, 그림이 있다는 거죠.
준: 네.
면: 이 그림을 이용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중에 한 개”라고 이야기 한 점은 오렌지-레몬 주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를 가리키며) 이게

스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단위 3개로 이

편한 거 같아요,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를

루어진 딸기 주스가 30-단위 8개로 이루어진 주
스 혼합물의 양적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조작 가능한 양임을 보여
준다.
준우는 문제2-1을 해결하고 바로 문제2-2를 풀

가리키며) 요렇게 푸는 게 편한 거 같아요?
준: 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이해가 쉬운
거는 뒤에 그림이 있는 거구요. 만약에 이
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쉽게
풀 수 있는 건 이게[오렌지-레몬 주스 문제]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기 시작하였다. 약 40초간 문제를 바라보던 준우
는 문제2-1과 비슷하게(Figure 7 참고), 3-부분 띠

두 문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면담자

그림과 5-부분 띠 그림의 각 부분에 “”이라고

의 질문에 준우는 띠 그림이 주어진 것과 아닌

적은 뒤, 3-부분 띠 그림 옆에는 “”을, 5-부분

것의 형식상의 차이만을 언급하였고, 어떤 것이

띠 그림 옆에는 “”을 적었다. 즉, 준우는 문

더 풀기 편한지는 명확하게 하나를 선택하지 않

제2-2에서도 주스 혼합물을 미지의 합성 단위 8

았다. 띠 그림이 문제 상황의 이해에 도움이 되

개로 이루어진 구조로 보고, 160-단위를 8부분으

지만, 띠 그림이 없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 별 지

로 등분할하여 띠 그림의 한 부분인 20컵을 구

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준우는

하고, 이를 세 번 반복하여 딸기 주스의 양, 다

띠 그림을 준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와 띠 그림

섯 번 반복하여 바나나 주스의 양을 구하였다.

을 주지 않은 오렌지-레몬 주스의 문제 풀이 과

답을 모두 구하고 난 뒤, 면담자는 띠 그림의 사

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비슷했고, 풀이 과정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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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면: 근데 15는 1이 아니지 않아? 왜 “    ”이
라고 적었어?

3. 3수준 단위 구조를 추상화하여 재조

직한 한나
가. 한나의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 해결

한: 15가 숫자 1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적은 “  ”를 가리키며) 이 비율에서 1을

…

나타낸다라고 해서

왜 “  ”이라고 적었냐는 질문에 15가 숫자
1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 비율에서 1

문제를 읽던 한나는 정말 이것만 풀면 되냐고

을 나타낸다는 대답에서 드러나듯이 한나 역시

물으며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문제를 읽자

다른 3단계 학생인 준우와 같이 미지의 합성 단

마자 해결 계획과 그 결과를 바로 예상하는 듯

위 7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를 가지는 주스 혼

보였다. 이어 한나는 “   대...”라고 나지막이

합물을 정신적 수준에서 표상하고 이 구조를 기

중얼거리며 종이에 “ ”와 “ ”라고 적었다.

반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75를 5로 나누어 15를 구하고 “  ”이

준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를 읽고 바로 문

라고 적은 뒤 앞서 쓴 “”의 물음표 위에 30

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고민의 시간이

을 겹쳐 적고, 답으로 “컵”을 적었다(Figure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제 1-2

8 참고). 다음은 풀이에 대한 한나의 설명이다.

에 대해서도 문제1-1과 같이 “”라고 적은 뒤
둘을 더하여 7이라고 적고 140을 7로 나눠 20을
얻었다. 그리고 20 옆에 “  ”을 적은 뒤,
“”이라고 적었다. 문제1-2에 대한 한나의
문제 해결 과정은 준우와 매우 유사했고, 이후
풀이에 대한 설명 역시 준우의 설명과 유사하였

Figure 8. Hanna’s solving for Problem 1-1

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준우는 문제1-2의 해
결을 위해 다시 40초의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한

발췌문9: 문제1-1의 해결을 위해 주스 혼합물을

나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미지의 양 7개의 3수준 단위 구조로 구성한 한나

정리하면, 한나 역시 준우와 마찬가지로 주스

한: 오렌지 주스가 75컵이면, 5대2 비율이니까,

혼합물을 미지의 합성 단위 5개와 미지의 합성

75를 5로 나누면 이 비율에서 1을 나타내는

단위 2개가 결합된 합성 단위 7개의 3수준 단위

숫자가 나오고, 5대2니까 5는 75고, 2에 들
어가야 할 값을 구해야 되니까, 2는 1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1을 구해놨

구조를 가진 양으로 구성하고(Figure 6 참고) 이
를 기반으로 문제1-1과 1-2를 해결하였다. 이는

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2를 구해야 하니까

한나도 준우와 같이 3수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그 수를 곱하기 2하면 나온다고 생각했구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3단계 학생임을 보여

요. 그래서 75대 30이고, 얼마나 만들어지는

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는 이에 더하여 준우가

그냥, 섞으면 양을 합하는 거니까 75 더하
기 30하면 105 해가지고 30컵, 105컵 나왔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단위 조정 방식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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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이어지는 발췌문은 관련한 면담자와의

지의 합성 단위 6개와 3개, 모두 9개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다.

3수준 단위 구조를 조작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변환하여 한 단계 더 추상화된 양적 구조를 구

발췌문10: 자신의 비 개념과 연관된 양적 구조를

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한나는 6개와 3개의

추상화하여 재조직한 한나

합성 단위가 이루는 구조 자체를 조작의 대상으

면: 공통적으로 보면, 한나 너가 1을 찾았거든,

로 삼아, 합성 단위 3개를 결합한 양을 단위화하

왜 1을 찾을 생각을 했어? 다른 거 찾으면

여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고, 이를 도구로 사용하

안돼?
한: 다른 걸 찾으려면 5대2 비율이 아니라 2대4
비율이나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냈을 때,

여 2:1이라는 새로운 양적 구조로 재조직하였다
(Figure 9 참고). 이는 조작의 기반이 되었던 구

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한, 2/4를 1/2로 표

조가 조작의 대상이 되어 이로부터 새로운 구조

현한 것처럼... 4대2 그런 식으로 같은, 같은

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추상화된

약수가 있는 1이 아닌, 공약수가 있는 수면

양적 구조라 할 수 있다. Figure 9 점선으로 표

1이 아닌 다른 걸 구해도 됐을 텐데.
면: 아, 그러면 이게 5대2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서 이게 5대2가 아니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서 6대 3이다. 그러면은 굳이 1을 찾을 필

시된 합성 단위는 추상화된 구조 내에서는 무시
되거나 제거된 상태이지만, 문제 맥락에 따라 다
시 복구되어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요가 없는 거야?
한: 3을 찾으면 되죠.
면: 그게 그러면은 뭘 찾으면 되는 거야? A랑
B가 있었다 만약에.
한: 공약수요.
면: 공약수 중에서, 공약수를,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한: 최대 공약수가 가장 좋죠.
면: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된다.
한: 네.

Figure 9. Hanna’s construction of a quantitative
structure of the ratio, 2:1 abstracted from the
structure of the ratio, 6:3

현서와 준우를 포함하여 한나가 지금까지 보
여준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
지의 합성 단위 5개, 혹은 8개로 이루어진 단위
구조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는 동화
구조(assimilatory structure)의 역할을 하였고, 그
안에서 수행된 조작의 대상은 오렌지 주스 75컵,
주스 혼합물 140컵과 같은 구체적인 양이었다.
하지만 위의 발췌문10에서 주어진 비가 6대 3이
면 3을 찾으면 된다는 한나의 말은 자신이 가지
고 있는 6:3이라는 비에 대한 양적 구조, 즉 미

2020, Vol. 30, No. 2

임의의 비 A:B가 주어질 때, 한나는 공약수의
사용뿐만 아니라 최대 공약수의 사용이 가장 좋
다고 대답하였다. 한나가 비록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예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유추해 볼 때,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의 비가 12:6으로
주어질 때, 한나에게 이 양적 구조는 임의의 합
성 단위 12개와 6개로 이루어진 구조(Figure 10의
하단)이기도 하지만 이에 더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12와 6의 공약수인 3 또는 최대 공약수 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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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njecture for Hanna’s abstracting process with a quantitative structure of the ratio, 12:6
단위로 사용하여 다른 양적 구조로 새롭게 조직

문제2-3은 한나에게 띠 그림과 함께 제시된 첫

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한 것이다. 공약수 3을

번째 비례 문제였다. 한나는 문제를 읽고 약 90

사용했다면, Figure 10의 상단 우측과 같이 합성

초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문제를 계속 응시

단위 3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가 하나의 단

하더니 딸기 주스를 나타내는 3-부분 띠 그림과

위가 되어 4:2의 비 구조가 된다. 만일 최대 공약

바나나 주스를 나타내는 5-부분 띠 그림에 각각

수인 6을 사용한다면 오렌지-레몬 주스 혼합물은

“1”이라고 쓰고는, 다시 20초 뒤에 딸기 주스 띠

합성 단위 6개로 이루어진 양을 단위로 하여 2:1


그림 위에 “각  ”, 바나나 주스 띠 그림 아래에


의 비로 재구성될 것이다(Figure 10의 상단 좌).
한나가 최대 공약수의 사용이 가장 좋다고 말한
것은 최대 공약수를 사용할 때 가장 단순한 형태
의 비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각  ?”이라고 썼다. 잠시 머뭇거리던 한나는

두 띠 그림 옆에 각각 “× ”을 적은 뒤

이렇게 한나는 임의의 비 A:B가 주어졌을 때 이

 
“    ”라고 쓰고, 다시 20초 정도 무언가를
 

를 임의의 합성 단위 A개, B개로 이루어진 양적

생각하는 듯하던 한나는 바나나 주스 5-부분 띠

구조로 구성하고, 이를 조작의 대상으로 삼아 새



그림 밑에 썼던 "각  ?”의  을 펜으로 지우



로운 양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한나의 띠 그림이 주어진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 해결

문제2-3은 딸기 주스와 바나나 주스를 3:5의
비로 섞을 때, 주어진 딸기 주스가 80컵이어서


 
고, “  ”이라고 쓴 뒤, 그 옆에 “    ”라고

 
 
적었다. 그리고 적었던 “    ”을 모두 지우
 



고,  에 80을 곱해서  을 얻고, “80/  ”이




이를 3으로 나눌 때 결과가 분수 또는 소수로


라고 적은 뒤 두 수를 더해  을 구했다


나오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 필요한 단

(Figure 11 참고). 이때 면담자가 개입하였다.

위 구성과 조정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한나가 띠 그림이라는 시
각적 모델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소개하기로 한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단위 조정 단계에 따른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

268

Figure 11. Hanna’s strip diagram for Problem 2-3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를 쉽게 해결하였으므

발췌문11: 상호적 추론(reciprocal reasoning)으로

로12) 띠 그림까지 주어져 있는 딸기-바나나 주

띠 그림을 이해한 한나

스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면: 어떻게 한거야?

과 달리 90초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한나는 문제

한: 그냥 그림에 색칠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

를 풀지 않고 계속 응시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가지고 딱 생각을 해 보다가, 3대5 비인데,
딸기 주스를 1로 치고,
면: (3-부분 띠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
걸 한 칸으로 둔 거야?

듯했다. 비록 딸기 주스 80컵이 대응되는 비인 3
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바로 전
에 비슷한 조건의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를 분

한: (3-부분 띠 그림 전체를 펜으로 동그라미

수를 사용해 쉽게 풀었던 것을 생각하면 나누어

치는 시늉을 하며) 요 하나, 요 세 개가 1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은 한나가 90초간 고민


이고, 각각  인데 얘[5-부분 띠 그림]는 그


했던 주요 내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자들은 한나의 문제2-3 해결 과정 분석을 통해



렇게 치면  이 다섯 개 있는 것이고요. 그


띠 그림을 이용하여 풀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전

리고 80컵이니까 (딸기 주스 위의 “1”을 펜

의 오렌지-레몬 주스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과

으로 동그라미 치며) 이거 세 개가 한 컵,
딸기 주스로 치면, 하나 컵, 컵 하나고, (바
나나 주스 아래의 “1”을 동그라미 치며) 얘
도 바나나 주스로 치면 한 컵이지만, (바나



나 주스 아래의 “  ”에 동그라미 치며) 딸



기 주스 기준으로  컵이라서 이 두 수에


다른 방식으로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 상황을
이해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한나는 이전과 다른 단위 조정 활동을 통해 양
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90초라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
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다가, 그러니까 딸기 주스를 기준으로 한

한나는 띠 그림을 이용해서 풀라는 안내에 따

이 두 수에다가 80을 곱했어요. 1 곱하기

라, 딸기 주스를 위한 3-부분 띠 그림을 1컵으로

80이 되야 80컵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

바나나 주스를 위한 5-부분 띠 그림을 또 다른 1

고 딸기 주스는 80컵이 됐구요. 바나나 주

컵으로 놓았다(“이거 세 개가 한 컵, 딸기 주스



스는  곱하기 80해서  이 되는데,



로 치면, 하나 컵, 컵 하나고... 얘도 바나나 주스




(“  ”에 동그라미 치며) 바나나 주스는
이만큼을 쓰면 되고 주스 혼합물은 이 두
수를 합하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에 두 수를 합해서  또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로 치면 한 컵이지만”). 문제에서 1컵은 주스 종
류에 상관없이 같은 양을 담는 용기이지만, 한나
는 3-부분 띠 그림을 딸기 주스 1컵, 5-부분 띠
그림을 또 다른 크기의 바나나 주스 1컵으로 정
한 것 같았다. 딸기 주스가 80컵이라는 조건에
따라 양쪽에 80을 곱하는 과정에서 한나는 한

12) 한나는 띠 그림이 주어지지 않은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에서 문제1-1, 1-2뿐 아니라, 주스 혼합물 10컵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 없이 10을 7로 나누어  을 1로 놓고 5와 2를 곱하여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의

양을 구하였다.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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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을 때, A의  은 B의  과 같고, A는 B의  ,




B는 A의  임을 아는 것이다(Hackenberg, 2010b;

Kim, Shin, & Lee, 2019; Thompson & Saldanha,



에 80을 곱하여  과  를 얻었다. 한나가 왜



2003).13) 만일 띠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면

3-부분 띠 그림과 5-부분 띠 그림을 서로 다른

3:5의 비에서 1에 해당하는 양을 구하여 해결했



크기의 1컵으로 놓았는지, 또 왜  과  에 80



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나는 제시된 띠 그림을

을 곱했는지는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확실
해 보이는 것은 이전 90초간의 고민을 포함하여
한나가 겪었을 어려움은 현서와 준우가 고민했
던 어려움, 즉 딸기 주스 3-부분 띠 그림을 80으
로 보고 이를 3부분으로 등분할하려는 시도 속
에서 발생할 만한 어려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한나가 띠 그림을 1로 놓는 순간, 한나에게
이 문제는 자신이 바로 전에 풀었던 오렌지-레
몬 주스와는 다른 단위 조정 활동이 필요한 완
전히 다른 문제 상황이 된 것이다.


한나는 자신이 얻은  과  이 무언가 잘



한나는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현서, 준우와 다르게 이해하였고, 이는 분수와
같은 다른 단위를 사용한 조정 활동으로 이어졌다.

V. 논의
1. 자연수 나눗셈과 비례 문제의 해결
2단계 학생인 현서는 문제 1-1, 문제2-1과 같
이 주스 혼합물의 두 양 중 한 양이 주어질 때
와 문제1-2, 문제2-2와 같이 주스 혼합물 전체가
주어질 때 서로 다른 방식의 단위 조정 활동을

못되었음을 느끼고, 바나나 주스를 나타내는 5-

보여주었고, 3단계 학생인 준우와 한나는 오렌지

부분 띠 그림을 딸기 주스 3-부분 띠 그림을 기

-레몬 주스 문제에 대해 이와 상관없이 일관된


준으로  가 됨을 구한 뒤, 그 두 양에 각각 80


단위 조정 활동을 보여주었다. 현서는 문제1-2와

을 곱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딸기 주스 기준으

비 5:2의 각 합성 단위 5-단위와 2-단위를 반복


로  컵이라서 이 두 수에다가, 그러니까 딸기


하여 합성 단위 수 계열을 구성하고, 이들을 조정

주스를 기준으로 한 이 두 수에다가 80을 곱했
어요.”) 이는 한나의 상호적 추론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상호적 추론이
란 예를 들어 두 양 A, B가 위의 문제와 같이
3-부분 띠 그림, 5-부분 띠 그림으로 주어져 있

같이 주스 혼합물 전체의 양이 주어진 때에는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때 사용된 주요
조작은 140-단위를 5-단위와 2-단위를 사용하여
구성/측정할 목적으로 수행된 합성 단위의 반복
조작이었고, 이는 조작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수
포함제 상황에서 단위 세그먼팅(unit segmenting)
스킴(Steffe, 1992)을 활성화하여 수행된 반복 조

13) 한나는 상호적 추론에 관련된 과제를 사용한 면담에서 이미 상호적 추론을 구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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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즉 단위 세그먼팅 조작과 같은 조작이라고

구성하는 양적 구조보다 더 복잡한 양적 구조를

볼 수 있다. 또한, 문제1-1과 같이 오렌지 주스

구성해야 함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75컵이 주어진 때에는 오렌지 주스에 대응되는

와 관련하여 2단계 학생인 현서가 구성한 단위

비인 5를 이용하여 합성 단위 75를 미지의 합성

구조와 3단계 학생인 준우와 한나가 구성한 단

단위 5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 양

위 구조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논의한다.

으로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75-단위를 5부분
으로 등분할하여 미지의 양이 15-단위임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경우 문제 해결의 주요

2. 단위 조정 단계와 학생의 비 개념이

표상하는 단위 구조

조작은 자연수 등분제 해결의 주요 조작인 합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 조작이었다. 3단계 학생인

현서와 준우가 비에 대해 구성한 단위 구조를

준우와 한나는 문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오렌지-

비교하기 위해, Hackenberg & Tillema (2009)15)에

레몬 주스 혼합물을 주어진 비에 대응하는 개수

서 2단계 학생과 3단계 학생의 차이를 보여주기

만큼 구성된 미지의 합성 단위로 이루어진 양으

위해 제시한 예를 살펴보자. 3주의 방학이 며칠

로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두 학생의 비례

인지 구하기 위해 2단계 학생은 단위 조정 조작

문제 해결의 핵심 조작은 합성 단위에 대한 등

을 수행하여 7-단위 3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의

분할

조작이었다.14)

21-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또 9주의 방학이 더

비례 문제 해결에서 단위 세그먼팅 조작과 합

주어지면 7-단위 9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의 63-

성 단위에 대한 등분할/스플리팅 조작이 주요 조

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만일 모두 며칠의 방학

작으로 사용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미지값 비

이 되는지 질문을 받으면 21과 63을 더해 84일

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제시

이 됨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두 12주라는

한 Shin & Lee(201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이 학생에게는 별개의 문제 상황이다.

실증 사례이다. 또한, 두 조작은 자연수 포함제,

즉, 84일이 몇 주인지 물으면 2단계 학생은 다시

등분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조작이라는 점

84를 7로 나누어 12주임을 구할 수는 있지만, 3

에서 자연수 곱셈, 나눗셈 지식이 학생의 비례

수준 단위 구조를 주어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추론 구성에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선행 연구

없으므로 84-단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21-단위

(예, Beckmann & Izák, 2015; Lamon, 2007)의 주

와 63-단위는 더 이상 7-단위로 구성된 3수준 단

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례

위 구조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 학생에게

문제 상황에서 두 조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84-단위는 7-단위로 구성된 양이 아닌 1-단위 84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수 나눗셈 상황에서

개, 84-단위 1개의 2수준 단위 구조를 가지는 양

14) 준우와 한나가 수행한 조작은 합성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작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두 3수준 단위
구조의 조정 능력(Steffe & Olive, 2010)을 보여주는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합성 단위
에 대한 등분할 조작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다양한 곱셈적 문제 상황에서 합성단위에 대한 스플리팅 조
작을 사용한 학생의 문제 해결 활동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hin, Lee, & Steffe (in press)를 참고하시오.
15) Hackenberg & Tillema(2009)는 학생의 단위 조정 활동을 곱셈적 사고의 관점에서 기술하며, 곱셈 추론의 3
단계(Multiplicative Concept 1, 2, 3)를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 단위 조정 1, 2, 3단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Ulrich, 2016), 본 논문에서는 단위 조정 단계로 용어를 통일하여 쓰겠다.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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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3단계 학생은 3수준 단위의 양적

분이 20임을 구하고 난 뒤 다시 앞에서 구했던

구조를 유지하므로, 21-단위와 63-단위를 더하는

60을 3으로 나누어 얻은 20과 같은 양임을 인지

것은 동시에 7-단위 3개와 7-단위 9개를 더하는

하지 못했던 점은 현서가 딸기 주스와 바나나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얻은 84-단위는 7-단위

주스를 주스 혼합물과 별개의 3수준 단위 구조

12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진다.

를 가지는 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

이를 현서와 준우의 비례 문제 해결 과정에

서에게 주스 혼합물 160컵은 딸기 주스 60컵과

적용하여 생각해보자. 현서는 예를 들어 오렌지-

바나나 주스 100컵의 합이지만, 20-단위 3개와

레몬 주스 혼합물이 5:2의 비로 섞여 있는 상황

20-단위 5개의 합으로 구성되는 20-단위 8개는

에서 오렌지 주스를 미지의 합성 단위 5개로 구

아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3단계 학생인 준우는

성된 3수준 단위 구조로, 바나나 주스를 미지의

두 주스가 가지는 3수준 단위 구조를 유지한 채

합성 단위 2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로 구

이를 결합하여 주스 혼합물을 구성하고, 이 구조

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서는 2단계 학생이므

를 기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 준우는 주

로 이 두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지는 양을 더했

스 혼합물의 양이 주어진 문제1-2와 문제2-2는

을 때의 결과는 더 이상 미지의 합성 단위로 구

물론 문제1-1, 문제2-1과 같이 한 종류의 주스의

성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며, 이를 합성 단위의

양이 주어진 경우에도 주스를 구성하는 합성 단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 상황이

위를 주스 혼합물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된다. 따라서 현서는 합성 단위 5개로 구성된 오

보여주었다. 문제 1-1에서 오렌지 주스 75컵을 5

렌지 주스와 합성 단위 2개로 구성된 레몬 주스
에 따로따로 주목하여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을


로 나누어 얻은 15컵을  로 지칭한 것이나, 문


수행할 수 있었지만 ( ÷   ,  ×   ),

제2-1에서 딸기 주스 90컵을 3으로 나누어 얻은

두 주스의 양을 결합할 때에는 3수준 단위 구조


30컵을  이라고 지칭한 것은, 준우에게 오렌지


를 유지한 채로 15-단위 7개로 이루어진 주스 혼
합물로 구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스 혼합물
전체를 합성 단위의 관점에서 구성하지 못했던
현서의 단위 조정 능력의 한계는 문제1-2와 문
제2-2와 같이 전체 주스 혼합물의 양이 주어질
때 왜 문제1-1, 문제2-1과 같이 미지의 합성 단
위로 구성된 주스 혼합물로 구성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문제2-2에서 딸기 주스 60컵에 해당
하는 3-부분 띠 그림의 한 부분이 20임을 구하고
난 뒤에도 160컵에 해당하는 3-부분 띠 그림과
5-부분 띠 그림을 합한 8부분이 20임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 160을 8로 나누어 한 부

주스와 딸기 주스는 그 자체로 3수준 단위 구조
를 가지는 독립된 양이면서 동시에 3수준 단위
구조를 가지는 주스 혼합물의 일부로서 전체-부
분의 관계를 유지하는 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3단계 학생이었던 한나도 준우와 유사
한 단위 조정 활동을 통한 단위 구조의 구성을
보여주었으나, 이에 더하여 자신이 비에 대해 구
성한 양적 구조를 재조직하여 한 단계 더 추상
화된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떤
비가 주어질 때 비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에
해당하는 양을 구해서 풀 수도 있지만, 비를 구
성하는 두 수의 공약수나 최대공약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나의 말은 문제 상황 이해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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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nits coordination stages and related unit structures associated with a ratio concept
단위 조정 단계

비 개념이 표상하는 단위 구조
5:2에서 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1-단위이다. 즉, 5는 1-단위 5개인 합성 단위이고, 2는
1-단위 2개인 합성 단위이다. 비 개념이 표상하는 단위 구조는 2-단위와 5-단위의 반복 조
작을 통해 구성된 두 합성 단위 수 계열을 조정한 결과이다.

2단계

3단계

5:2에서 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미지의 합성 단위이며, 5:2가 표상하는 양적 구조는 미
지의 합성 단위 5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와 2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의 결합이
다. 하지만 두 양이 결합한 전체는 미지의 합성 단위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를 유지하
지 않는다.
5:2에서 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미지의 합성 단위이며, 5:2가 표상하는 양적 구조는 미
지의 합성 단위 5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와 2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의 결합이
다. 두 양이 결합한 전체는 합성 단위 7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이다.
5:2에서 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임의의 크기를 가진 합성 단위이며, 5:2가 표상하는 양
적 구조는 임의의 합성 단위 5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와 2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의 결합이다.

활동의 인식틀(recognition template)의 역할을 했

쓰인 것으로 보인다. 즉 3:5라는 비에서 3에 대응

던 비 개념에 대한 양적 구조, 예를 들어 6:3에

되는 양이 90이라는 사실로부터 90을 3으로 나누

서 미지의 합성 단위 6개와 3개로 구성된 양적

고 3:5의 기본 단위가 30임을 구했고, 이로부터

구조를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고 이를

30-단위 8개로 구성된 3수준 단위 구조의 주스

조작의 대상으로 삼아 추상화된 구조로 변환할

혼합물을 구성하였다. 90컵이라는 양이 문제 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쓰였다는 것은 준우가

Table 6은 세 학생의 비례 문제 해결 활동에

3:5의 비를 구성하는 합성 단위를 임의로 변하는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위 조정 단계에 따라 학

양이 아니라 90이라는 조건에 따라 (당장 알 수

생들이 가질 수 있는 비 개념과 관련된 단위 구

없지만) 이미 고정된 값으로서의 양, 즉 미지량

조에 대한 가설을 세워 정리한 것이다. 단위 조

(unknown quantity)으로 인식하였음을 함의한다.

정 2단계에 해당하는 두 단위 구조는 2단계 학생

이와 비교하여 한나가 6:3의 비에 대해 공약수 3

이었던 현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추측한 것

을 사용하여 또 다른 비 구조로 추상화하는 과정

이다. 이는 한 학생이 비 개념에 대해 하나의 단

에서 인식한 6:3의 비를 구성하는 합성 단위는,

위 구조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라 하

딸기 주스 90컵과 같은 추가 조건에 따라 고정된

더라도 문제 맥락에 따라 다른 단위 구조를 표상

양이 아니라 임의의 크기를 가지는 변량(variable)

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3단계의 첫 번

으로서의 합성 단위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

째는 준우와 한나의 비례 문제 해결 과정 분석을

자들은 3단계의 두 번째 단위 구조는 첫 번째 단

통해 추측한 단위 구조이고, 두 번째는 한나의

위 구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단위 구조

양적 구조의 재조직을 통한 추상화 과정에서 추

라 할 수 있으며, ‘비율이 같은 비의 집합’으로서

측한 것이다. 준우의 경우, 예를 들어 문제2-1에

동치비(equivalent ratio)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이

서 딸기 주스 90컵이라는 조건은 준우가 3:5로

수준의 단위 구조를 구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

섞인 주스 혼합물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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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정교한 형태의 비례 추론
발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 조정 3단계
학생이 구성할 수 있는 수학적 활동과 조작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조정 단계에 따라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비

마지막으로 비록 이 연구가 학생의 시각적 모

개념에 대한 양적 구조를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델 사용을 탐구할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아니

이미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비와 비례

지만, 띠 그림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사용하는 세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온 만큼 본 연구에 제시

학생의 모습은 시각적 모델을 활용한 교수법이

한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들과 연관 지어 확장

나 교재 구성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 준다. 2단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학생인 현서는 주어진 비례 문제에 대해 나름의

예를 들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구성

방식으로 단위 조정 활동을 수행하고 문제의 답

(build-up) 전략(예, Kaput & West, 1994; Lamon,

을 찾았지만,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 시행착

1993; Lobato & Ellis, 2010, Nabors, 2003)은 2단

오의 횟수, 설명의 명확성 등에서 3단계 학생인

계 학생인 현서가 문제1-1과 문제2-1을 해결하면

준우, 한나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띠 그림을 주

서 보여준 방식과 유사하다. 2단계 학생인 현서

지 않은 오렌지-레몬 주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만 이런 해결 방식을 보여준 것은 구성 전략이

풀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고민하던 현서가 띠

학생의 비례 추론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교

그림을 포함한 딸기-바나나 주스 문제를 거침없

적 약한 증거(Lesh et al., 1988)라는 주장과 맥을

이 풀어가는 모습은 분명 띠 그림이 현서에게

같이 한다. 또한, 학생들이 구성 전략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근

더 정교한 형태의 비례 추론을 구성할 수 있도

거가 된다. 하지만 한 단위 조정 단계에서 다음

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Karplus et al., 1983)은

단위 조정 단계로의 이행 과정은 조작 방식의

단위 조정 수준의 향상이 비례 추론의 발달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는 내재화의 과정이며, 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단계 학

단계가 2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할 수 있음

생인 준우와 한나가 보여준 단위 조정 활동은

을 고려하면(Steffe, 2007), 띠 그림이라는 시각적

Beckmann & Izsák(2015)이 비와 비례에 대한 이

모델을 비계로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

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한 다중 묶음 관점과 변

더라도, 다른 비례 문제에서 띠 그림 없이 필요

동 부분 관점 중 변동 부분 관점과 유사하다. 그

한 양적 구조를 정신적 수준에서 표상하고 문제

들은 변동 부분 관점이 비례 추론의 발달뿐 아

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니라, 이후 일차 함수, 닮음과 같은 개념의 학습

띠 그림의 유무에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

준우의 대답은 학생이 이미 시각적 모델이 의도

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하는 양적 구조를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못하고 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준우와 한나가

수준일 경우, 그 학생에게는 모델이 필요 없거나

보여준 단위 조정 활동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3단계 학

없는 사례라는 점에서 Beckmann & Izsák의 주장

생이었지만 띠 그림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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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의 모습은 띠 그림의

Behr, M. J., Harel, G., Post, T., & Lesh, R.

제시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준 것으로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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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In D. A. Grouws (Ed.), Handbook of research

유도하여 상호적 추론이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o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pp.

데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이 될 수 있음을

296-333). New York, NY: Macmillan.

알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혼란이었다고

Ben-chaim, D., Fey, J. T., Fitzgerald, W. M.,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가 띠 그림과 같은 시

Benedetto, C., & Miller, J. (1998). Proportional

각적 모델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학

reasoning

among

생이 이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다는

different

curricular

사실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띠 그림의 도움

Studies in Mathematics, 36(3), 247-273.

7th

grade

students

experiences.

with

Educational

을 받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위 구조를 구성하

Chong, Y. O. (2015). Teaching proportional reasoning

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띠 그림의 도움 없이 필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Journal of

요한 양적 구조를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도록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5(1),

발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장려할 필

21-58.

요가 있다. 시각적 모델 연구 역시 모델 자체에

정영옥(2015). 초등학교에서 비례 추론 지도

대한 기호론적, 의미론적 분석만으로는 그 모델

에 관한 논의. 수학교육학연구, 25(1), 21-58.

이 실제 학생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Clark, F. B., & Kamii, C. (1996). Identification of

지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비표, 이중 수직선과

Multiplicative Thinking in Children in Grades

같은 아무리 정교하게 고안된 시각적 모델이라

1-5.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하더라도 학생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Education, 27(1), 41-61.

다른 이해에 따라 필요한 수학적 지식도 달라질

Confrey, J. (1994). Splitting, similarity, and rate of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반드시 학생이 구성하는

change: A new approach to multiplication and

정신적 모델에 주목하고, 시각적 모델과의 양립

exponential functions. In G. Harel & J. Confrey

가능성 검토를 통해 시각적 모델이 그 학생에게

(Eds.),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해야 할 것이다.

reasoning in the learning of mathematics (pp.

The

development

of

multiplicative

–

291 330).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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