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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분수의 연산과 수학 문장제는 둘 다 저성취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영역이다. 자연수의 처리에 익숙한 학생들은 분수로 표현된 양을 다루어

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혼동을 느낀다. 그리고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여 직접 식을 세워야하는 수학 문장제 또한 복잡한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요구되므로 저성취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해결과정을 진행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분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 없는 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수학 문장제는 수학적 지식을 실세계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

에 둘 다 수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꼭 익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저성취 학생에게 분수의 연산이 적용된 수학 문장제를 효과적으

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성취 학생들이 분수의 연산이 적용된 수학 문장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찾아내고, 오류들의 체계를 파악하여

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의 오류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나타낼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이 구축해놓은 문제풀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

이다. 오류를 통해 학생들의 인지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정적인

중재를 제공해야 효과적으로 수학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때

저성취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오류를 평균 집단이나 고성취 집단에서

나타난 오류와 비교하면 저성취 학생들을 위한 중재를 계획하기 위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수의 덧셈·뺄셈 연산이 적용된 수학 문장제 문

제해결과정에서 저성취 집단의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의 특성을 평균 집

단, 고성취 집단의 오류와 비교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저성취 집단과 평균집단 및 고성취 집단이 범하는 오류 유형의 빈도

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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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성취 집단과 평균 및 고성취 집단이 범하는 오류의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패턴에 따른 저성취

학생들의 하위집단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연구를 위하여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258명을 대상으로 수학문장

제 문제해결능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수학 문장제 검사의 성취도를 토대

로 하위 21%를 저성취 집단으로, 중간에 위치하는 32%를 평균집단으로,

상위 19%를 고성취 집단으로 선정한 후 각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범한 오류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때 검사지에 나타난 학생들의 문제풀

이를 반영한 오류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분석틀에 제시된 오류 유형별

로 해당 오류의 출현 여부를 코딩하였다. 개발된 오류분석틀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2명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코딩은

특수교육전공 연구원들에 의해 실시 및 확인되었다.

오류 분석 결과 저성취 학생들의 오류는 다른 집단의 오류와 빈도와 상

관관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오류 출현 빈도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저성취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연산 알고리즘의 부재와 문

제 풀이를 포기하는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성

취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뺄셈이 적용된 수학 문장제에서 다른 집단 학

생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분수의 연산 알고리즘 자체에 숙

달되지 않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낮은 학습 동기로 인

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집단별로 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저성취 집단의 학생들 중 통분 과정에서 오류를

나타내는 학생들은 약분과 대분수·가분수 변환 과정에서도 오류를 보이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집단과 고성취 집단은 모두 연산

의 알고리즘 부재로 인한 오류들 중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동시에 나타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두 집단의 오류가 저성취 집단에 비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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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되고 일관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저성취 학생들이 범한 오류의 패턴에 따라 나눈 하위집단

은 각 오류범주를 하나씩 뚜렷하게 많이 범한 집단 5개로 나뉘어졌다.

이 중 부주의에 관련된 오류를 많이 범한 집단과 분수의 덧셈·뺄셈 연산

알고리즘의 부재와 관련된 오류를 많이 범한 집단이 저성취 학생들 중에

서도 더욱 낮은 성취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분수의 덧셈·뺄셈, 수학 문장제, 오류 분석, 저성취 집단

학 번: 2012-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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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분수는 일상생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권성룡, 2003).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다루는 양은 ‘1’을 기본단위로 하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

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1보다 작은 단위의 양을 다루기 위

해서는 분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하루에 

씩 읽어 3일 만에 한권을 책을 다 읽고자 한다. 현재

전체의 

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었다. 얼마나 더 읽어야 오늘 읽

어야 할 분량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책 1권을 3일에 걸쳐 나누어 읽는 상황이므로 1보다 작은 

과 


이라

는 분수를 사용하여 위의 문제 상황을 표현하였고, 학생들은 분수가 나

타내는 양을 머릿속에 가늠하여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의 구조에 맞는 식을 세

워 연산을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한 문제해결의 전 과

정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늘 마저 읽어야할 분

량을 계산하기 위해 

-

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이분모 분

수의 뺄셈 연산을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분수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수에서

유리수로의 수개념 확장을 통해 인식의 구조를 넓히게 해주는 유용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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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또한 기본적인 대수 연산의 바탕이 되어(Behr et al. 1983) 후속

학습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자연수의 처리에 익숙한 학생들은 분수로 표현된 양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혼동을 느낀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분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Behr et al., 1983;

Kieren, 1976; Streefland, 1991, 권성룡, 2003; 오유경, 김진호, 2009), 학

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분수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Ma, 1999; Post et al., 1993, 박교식 외 2004; 방정숙, Li, 2008; 오영열,

2004). 초등학생의 분수이해에 관한 연구(권성룡, 2003)을 살펴보면 학생

들이 분수의 개념에 많은 혼동을 느끼는 이유는 분수개념자체의 복잡성,

먼저 학습한 자연수와의 차이, 절차적인 기능 숙달에 치우친 수업 때문

이다. 먼저, 분수는 부분-전체, 몫, 비, 연산자, 측도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분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Behr et al., 1983; Freudenthal, 1983; Kieren, 1976;

Vergnaud, 1983). 그 다음, 분수는 학생들이 자연수를 학습한 후 초등학

교 3학년에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자연수를 처리하던 방식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분수를 가르칠 때 개념적인 이해에

충실하지 않고 기호와 연산 자체에만 비중을 두어 가르치기 때문에(김옥

경 외, 1995) 학생들은 분수연산에 사용되는 절차와 규칙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연관 짓지 못하게 된다.

또한 수학문장제는 수학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학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수

학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을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에 존재하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

는 객관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실적 상황을 수학적 상황으로, 수

학적 상황을 현실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

악하는 방법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수학적 상황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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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는 복잡한 인지처리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부담

을 느낀다(Rosenthal & Resnick, 1974, 석경희, 2004, 재인용). 학생들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내용 지식을 모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을 어려워하는데, 이는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인 수 개념에 대한 지식, 연산능력, 알고리즘의 이해, 문제 해결 전

략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Montague, 1992).

이처럼 분수는 자연수로 표현하지 못하는 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수학 문장제는 수학적 지식을 현실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

문에 분수의 연산을 활용하는 수학문장제는 학생들이 분수와 실생활 사

이의 관련성을 찾아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분수의 연산이 적용된 수학문장제는 고학년에서 처음 접한 분수의 연산

에 문장제가 적용되어 자연수의 문장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력을 요한다. 문장제의 이해에 필요한 능력과 함께 분수와 관련된 연산

학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생들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저성취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더 분수 개념이해 및 연산, 수학

문장제 해결에 취약하다. 저성취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분수개념

자체를 어려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수의 개념이 완전히 습득되지 않

은 상태에서 연산을 배우게 되면 무조건 규칙과 절차에 의존하여 기계적

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Hope & Owens, 1987). 분수 연산에 필요한 절차

와 규칙에 내재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계산을 수행할 경

우 학생들은 더 쉽게 오류를 범하게 되고, 오류의 발생 여부조차 인지하

지 못한다. 또한, 수학문장제의 경우 저성취 학생들은 문제해결의 정확도

와 소요시간상의 측면에서 양적 및 질적 결함을 보인다(신원식, 2006).

덧붙여, 저성취 학생들의 경우 수학문장제를 풀 때 읽고, 계산하고, 문장

제의 문제 확인에서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문제를 시각화하고 가설

을 세우는데 부족함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Montague, 1992). 또한

표상과 전이 능력이 부족하여(Jitendra&Xin, 1997) 반복적으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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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할 경우 문제풀이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Montague,

1997). 문제해결의 절차적 측면과 더불어 세운 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가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저성취 학생들은 분수의 연산

이 활용된 문장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

다.

수학 저성취 학생들이 이처럼 문장제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 신장’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학적 내용 지식만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지 않는 것은 수학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무시한 채 수학교육을 실시

하는 것과 같다. 특히 분수의 연산을 활용한 문장제 문제해결능력은 일

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수학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학 저성취학생들에

게 분수 연산이 적용된 수학 문장제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분수 연산 지도(김명운 & 장경윤, 2009; 한길준, 정승진, 2000; 정

은실, 2006; 김정식, 1999)와 수학 문장제 중재(황성아, 권주석, 2006; 라

우성, 백석윤, 2009; 박경묵, 김진민, 2008; 하정숙, 박종호, 2013; 김소희,

2004)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어,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교수를 계획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문장제

문제해결 시 나타내는 오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학생의 머릿속에 형성된 오개념이 반복적인 오류로 나타나 수

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후속 학습에 지장을 주어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urer(1987)는 수학 영역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

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이주영, 2006, 재인용). 이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

결할 때에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축해놓은 문제풀이의 체계가 있

기 때문이다. 비록 잘못 형성된 체계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에게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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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풀이방식이기 때문에 Asulock(1982)은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교사가 잘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석경희, 2004, 재

인용). 이를 통해 학생이 문제에 접근하는 인지구조를 파악하여 교정적

인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 저성취 학생들의 경우 잘못 형

성된 문제풀이 체계가 많고, 결손된 선수학습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

오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수학 저성취 학생들을 지도할 때 오류

분석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꼭 선행되어 하는 절차이다.

수학교육 학문영역에서는 오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오

류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분수연산에 대한

오류분석은 주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진식,

1995; 이경아, 1997; 추은영, 2003; 엄재엽, 류성림, 2008) 대부분 연구자

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든 오류분석틀에 따라 오류를 분류하고 그 특

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저성취 학

생들의 오류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학 문장제 오류 분석 연구도 많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수학 문장제의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최진성, 신진숙,

2011; 이병옥, 2008; 석경희, 2004; 마민정, 2010) 역시 수학 학습부진 학

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아동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성취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오류 유형을 비교해볼 수 없었다. 또한 해당 학년 교육과

정의 수학적 내용을 적용한 검사지를 개발하여 수학 문장제 해결과정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으나 수학연산 영역 중 특정 영역이 적용된 문장제

의 오류만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의 오

류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저성취 학생들의 오류를 평균집단, 고성취 집단 학생들

의 오류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오류 분석틀

을 참고하되, 연구 대상아동의 오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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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셋째, 오류 분석을 통한 객관적 정보를 얻기 위해 각 학생별

로 오류발생 여부를 코딩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하였다. 넷째, 분석에 사

용된 수학문장제 문제 범위를 분수의 덧셈·뺄셈이 활용된 문제로 한정하

여 좁은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저성취 학생들의 오류를 다른 집단 학생들의 오류와 비교한 이유

는 저성취 학생들의 오류가 다른 학생들의 오류와 질적으로, 또한 양적

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저성취 아동은 일반아동이 사용하는 인지전략을

잘 활용하지 못하며 자기 검점능력도 떨어져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경향

이 있다(이주영, 2006). 따라서 일반 아동에게 적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저성취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저성취 학생의 오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평균 집

단이나 고성취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오류와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

다. 일반학생들과 비슷하게 오류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저성취 학생의 오

류 특성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지은(2007)은 수학 학습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분수 연산 오류 유형을 비교하여 두 집단 간에 많이 나타나

는 오류 유형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오류 비율의 비교

와 특성 기술에 그쳐 통계적으로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오류 분석에 사용된 분석틀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학생들의 반응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학생들의 수학문장제 문제

해결과정에서 오류 반응을 수집하여 범주화하는 형식으로 분석틀을 개

발한 석경희(2004)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오류분석 연구에서는 대부분

검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반응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

다. 오류는 학생들의 인지구조를 반영하므로 학생들의 인지구조에 변화

가 생기면 나타나는 오류 유형도 변한다. 즉 오류는 시간에 따른 유동성

이 있으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수집되는 오류의 종

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분석틀이 연구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오류를 수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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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오류들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한 가지 유형의 오류를 더욱 세분화

된 여러 개의 유형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에 적용할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세 번째로, 분수 연산 혹은 수학 문장제의 오류를 분석한 대부분의 기

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범한 오류를 틀에 맞게 분류하고, 해당 오류 유

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 학생과의 오류 빈도를 비교하는 t-검정과 시간에 따른 오류의 출현

율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이주영, 2006)도 있지만 이는 분수나 문장제

의 오류가 아닌 사칙연산의 오류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수의 덧셈·뺄셈

이 적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좀 더 심층적으

로 분석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

하였다. 저성취 집단과 평균 집단, 고성취 집단의 오류 출현 빈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오류 빈도의 평균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하였고, 집단별 오류 간의 상관관계 비교를 통해 저성취 집단의 오류특

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성취 집단의 오류 빈도

를 변수로 설정한 군집 분석을 통해 오류 패턴에 따른 하위집단 구분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학문장제의 오류분석이 아닌 ‘분수의

덧셈·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의 오류를 주제로 선정한 점이 특징적이

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자연수와는 다른 분수의 특성이 반영

된 문장제에서 보이는 저성취 학생들의 오류 특성을 살펴보고 싶었을 뿐

만 아니라 문장제의 오류 분석이 특정 주제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오류 반응은 매우 다

양한데 이는 오류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인지구조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오류유형을 사용하면 다양한 오류에 대한 정보를 모

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분석틀을 사용해 다양한 오류

반응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었다.

학습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대해 가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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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한다. 수학 저성취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상이 독특한

오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파악한다면 이는 각

집단에 대한 중재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오류를 통한 학생의 특성 파악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

는 오류 유형에 대해 분석하여 저성취 집단의 오류가 평균 집단과 고성

취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오류와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밝히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저성취 집단과 평균집단 및 고성취 집단이 범하는 오류 유형의 빈도

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저성취 집단과 평균 및 고성취 집단이 범하는 오류의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패턴에 따른 저성취

학생들의 하위집단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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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학 문장제와 문제해결

가. 수학 문장제 개념

수학 문장제는 수학의 여러 영역들 중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

으로서,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적 상황을 언어적 구조로 표현해 놓고 이

를 수학적 구조로 변환하여 상황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연산과 관계된 부호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문장 속에

연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문장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학 문장제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표 1>과 같이 그 개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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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개념

마민정 2010

문장제 문제란, 기호나 수식만으로 나타내는 정형화된 

문제가 아닌 문장으로 표현되는 문제로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문제

석경희 2004

수학적 언어와 일반 언어를 혼합하여 제시한 문제로서 

하나의 상황이며, 읽고 해석해야 할 이야기 형식으로 

진술된 하나의 텍스트

이병옥 2008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수량적 요소와 조

건을 문장으로 기술한 것으로 적절한 해결 전략의 사

용과 문장 해석 과정과 연산 과정을 순차적으로 밝아

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숙례 1981 연산 부호가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형태의 문제

이연정 2008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산할 수 있는 능력과 나아

가 검산까지의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

이정은 1998
허구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실생활에 일어

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서술해 놓은 형태의 문제

장진섭 1995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수학문제

Nesher 1982

최소한 두 개의 정보 문장과 한 개의 질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이 구도로 혹

은 필문으로 제시되는 계산 문제

<표 1> 수학문장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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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력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 능력에는 주어진 조건과 구하려는 것 사이의 관

계를 파악하여 해결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연산능력, 검증능력, 일반화능

력과 더불어 수학의 기본개념 원리의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과 얻어진 수

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모두가 포

함된다. 수학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어진 문제를 읽어 해

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 장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박성택

등, 1992) .수학 문장제는 언어 기능과 산수 기능이 통합되어 수행되도록

구성된 과제이므로, 양의 변화, 교환 및 결합을 나타내는 장면이 언어적

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산의 표상을 구성해서 정답

을 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Riley, Greeno & Heller(1983)등은 문장제의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지

식을 문제 도식, 행위 도식, 전략 지식으로 구분하였고, Mayer(1987)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요구되는 인지과정을 문제의 표상단계와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문제 표상단계는 문장제 속에 단어들을 방정

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언어적 지식, 어의적 지식, 도식

적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표상

에 대수적, 산술적인 법칙을 적용한다. 이 단계에서는 방정식을 통해 알

려져 있지 않은 값을 알아내며 절차적 지식과 전략적 지식이 사용된다.

Mayer의 문제해결 단계에 필요한 지식은 다음과 같다.

①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 : 문장 독해를 할 수 있는 단

어에 대한 지식

② 어의적 지식(Factual Knowledge) : 수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

③ 도식적 지식(Schematic Knowledge) : 문제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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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절차적 지식(Algorithmic Knowledge) : 연산을 순서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지식

⑤ 전략적 지식(Strategic Knowledge) :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형

태의 유용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지식

또한 수학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

을 때 이미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활용 및 적용하여 자신의 힘으로 문제

를 해결과정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서 문제 이해 능력, 주어진 조건과

구하려는 것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연산 능력, 검증 능력을 일컫는다(Bottage, 2001b; Bottage,

Heinnchs, Chan, & Watson, 2000).

이처럼 학자들마다 문제해결 능력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수학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인지적 능력들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수학 문장제 해결 과정에

는 언어적 이해력과 수학적 사고능력 외에도 문제해결과정을 이끌어가는

전략적 지식과 자신의 해결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반성적 능력 등이 일

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수학문장제 문제해결 과정

여러 연구자들이 수학문장제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 모형들을 제시하였

다. 그 중 Greeno(1978)의 문제해결 단계, Polya(1957)의 문제해결 모형,

Riley 등(1983)의 정보처리 모형, Montague(1992, 1997)의 인지․초인지

수학적 문제해결 모형, 그리고 한국교육 개발원의 문제해결 교수․학습

모형이 대표적이다(최진성, 2011, 재인용).

Greeno(1978)는 문제해결의 하위 과정을 5계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할 활동을 제시하였다(김동우, 1996, 재인용). 문제 해

결 단계를 나타낸 그림을 살펴보면 층층이 겹쳐져 다음 단계의 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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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문제 해결 과정

1단계

문제 이해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로 미지수와 자료, 조건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며, 조건

등을 분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단계 

계획

풀이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자료와 미지인 것 사이에 관

계를 찾아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풀이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3단계 

실행
계획을 실행하고 매 단계를 점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4단계

반성
얻어진 풀이과정을 점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표 2> Polya의 문제해결 단계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각 단계의 조작이 반드시 순서대로 경

직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그림 1] Greeno(1978)의 문제해결 단계

Polya(1957)는 그의 저서 ‘How to solve it?’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의 사

고과정을 문제의 이해, 풀이계획의 수립, 풀이 계획의 실행, 풀이에 대한

반성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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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a의 4단계 전략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

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단계의 활동이 명확하게 나눠지

지 않아 오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Rey

등(2004)은 Polya의 문제해결 단계에 대해 각 단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항상 각각의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Riley 등(1983)의 정보처리 모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의 형

식을 이용하여 문장제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과정에는 ‘이해’,

‘표상’, ‘실행’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된다. 첫째, ‘이해’는 다양한 의

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문제 도식, 둘째는 ‘표상’으로 문제 해결에 관

련된 행동에 대한 지식을 표상하기 위한 도식, 마지막은 ‘실행’으로 문제

에 대한 해결을 계획하기 위한 전략적 지식과 관련이 있다.

[그림 2] Riley 등(1983)의 문제 이해 및 해결 모형

셋째,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문제해결 교수-학습모형은 모든 단

계는 문제해결 전략을 기초로 한다. 강옥기 등(1985)은 교실 수업에서

문제 해결 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제해결 단계를 문제의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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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교육개발원의 문제해결 교수ž학습모형(강옥기 등, 1985)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반성의 5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를

꼭 순서대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각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전략으로 식 만들기, 그림 그리기, 표 만들기, 수형도 그리기, 규

칙성 찾기, 거꾸로 풀기, 추측과 확인하기의 7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

2. 수학문장제 문제해결의 오류

가.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의 장애요인

수학 문장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김영호, 2003, 재인용). 몇 가지의 연구(Brownell & Stretch 1931; Hydle

& Clapp,1927; Kramer, 1933)에서 학생들에게 같은 숫자에 같은 연산의

수행을 요구하는 문장제를 문제에서의 단어와 문맥을 달리하여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문제에서 표현된 상황, 문제의 배열, 익숙하지 못한 대상

과 필요 없는 요소의 개수, 그리고 문장제가 본질적으로 흥미로운가, 문

제가 서술적인 진술로 제시되어 있는가, 아니면 질문으로 되어 있는가

등이 문장제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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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 Lester(1982)(황영옥, 2001, 재인용)는 문장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주어진 정보의 분량, 조건과 변수의 수, 문맥의 복잡성, 그 위에 문제

의 수학적인 내용 등이 크게 문제의 장애에 영향을 준다.

② 문제 제시 방법, 문제가 개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지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해결에 크게 영향을 준다.

③ 문제 해결자가 해결에 있어 사용방법에 대한 숙지도, 특별한 해결방

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의 문제에선, 이전에 다른 사람이 그 문

제 해결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있을 때에 보다 쉽게 된다.

④ 부정확한 해나 해법의 방법에 따른 오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양식

또는 그 문제의 본질로부터 정확하지 않은 해나 해법의 방법이 시사된다

고 하는 경우가 있다.

⑤ 하위 목표를 찾아내기의 곤란성, 무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 영향을

준다.

⑥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 대한 다른 시각이나 오해로 인한 문제의 변질

은문제해결의 실패의 큰 원인이 된다.

⑦ 그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자의 정의적 요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동

기의 부족은 문제를 관란하게 한다.

Lester(1983)(황영옥, 2001, 재인용)는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개의 범주로 과제 변인, 문제 해결자 변인, 과정 변인, 환경 변인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개의 변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서로 영

향을 미친다.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진행되는데,

네 개의 변인들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성공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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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 오류 유형

수학 문장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진성과 신진숙(2011)은 지적장

애학생의 인지처리양식과 수학문장제 문제의 오류 유형 및 관계분석을

위한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학생들이 인지처리양식에 따라 수학문장제 문

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적장애학생들이

보인 수학문장제 문제의 오류유형은 ‘잘못된 연산오류’와 ‘계산오류’, ‘주

어진 수 오류’, ‘임의의 답 오류’, ‘무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잘못된

연산의 오류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문장제 문제의 의미를 해

석하지 못하여 범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기에,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한

의미파악 교수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인지처리양식과 수학문장제 오류

유형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순차우세학생의 경우 잘못된 연

산의 오류가 높고, 주어진 수 오류가 낮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동시우

세학생의 경우 주어진 수 오류를 가장 빈번하게 범하였으며, 잘못된 연

산의 오류를 가장 적게 나타냈다.

석경희(2004)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보

인 각각의 오류에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한 것들끼리 모으고 분류하는 범

주화 방식으로 오류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문제의 문장에 대한 오

해’, ‘전략의 성급한 선택’, ‘잘못 이해된 수학 내용의 사용’, ‘계산 과정의

오류’,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검토되지 않은 해답’의 총 6가지 범주가

형성되었다. 또한 성취도에 따른 오류 빈도를 분석하여 상ž중ž하 집단의

오류 패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들은 오류를 보

이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류였

으므로 반성하는 과정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중위권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해 가능한

자료만을 해결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위권 학생들의 오류의 대

부분은 전혀 풀지 않음이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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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정윤, 노영순(2007)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도형 문장제 해결과정에

서 보이는 오류에 대해 연구하였다. 학생들의 오류유형은 ‘구문에 대한

이해 부족’, ‘선행지식의 부족’, ‘적절하지 않은 식 세우기’, ‘반성단계 확

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산적 오류’였으며, 이 중 ‘적절하지 않은 식 세

우기’와 ‘선행지식의 부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식 세우기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에 대해 명확히 지도해야한다는 점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선수학습 요소

파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병옥(2008)은 수학 문장제의 문장 구조와 해석상의 오류에 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오류는 ‘문장 해석상

의 오류’, ‘계산 오류’, ‘기술적 오류’, ‘해결하지 못함’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문장 해석상의 오류’가 전체 오류의 51.5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문장 해석상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문장

제의 의미 구조, 표현 구조, 문장의 길이, 계산 구조 등과 같은 문장 구

조와 관련된 요인들이 문장 해석에 필요한 언어적 지식과 어의적 지식이

미숙한 저학년 아동들에게 오류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민정(2010)은 Polya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한 문장제의 오류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필 검사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범한 오류는 ‘구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오류’, ‘사고의 경직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 ‘왜곡된 정의나 정리

에 의해 생기는 오류’, ‘선행 지식의 부족으로 생기는 오류’, ‘기술적 오

류’로 분류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왜곡된 정의나 정리

에 의해 생기는 오류’(24.5%)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일차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정리, 등식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기간동안이지만 Polya의 문제해

결과정 4단계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Polya의 문제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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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수업이 흥미도, 학습태도, 자신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문장제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였

다.

유재연(2004)은 초등학교 3, 4학년 중 수학학습 부진학생 15명의 수학문

장제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제해결단계와 문제유형에 따른

오류 분석을 위해 실시된 검사지를 토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 결

과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반성적 오류(33.8%), 이해의 오류(22.3%), 처리기

술의 오류(22.3%), 전략선택의 오류(19.3%), 부주의ž동기(1.5%), 읽기오류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유형에서는 2단계 비교(11.8%), 변화

3(10.8%), 변화6(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수학학

습 부진학생의 문장제 문제해결과정의 오류 특성을 정리해보면, 수학학

습 부진학생은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 문제를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문제에 제시된 숫자나 단어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

결하려는 경향과 자신의 풀이과정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수학문장제 문제해결의 오류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오류 유형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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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분석 방법 오류 유형

이병옥

(2008)

초등학교

2학년

160명

수학 2-가, 나

단계별 10문항

씩 제작하여

검사

①문장 해석상의 오류

②계산오류

③기술적 오류

④해결하지 못함

석경희

(2004)

초등학교

6학년 72명

문제해결 과정

분석이 용이한

10문항 이용하

여 수집된 오

류 범주화

①문제의 문장에 대한 오해

②전략의 성급한 선택

③잘못 이해된 수학 내용의 사용

④계산 과정의 오류

⑤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⑥검토되지 않은 해답

마민정

(2010)

중학교

1학년 20명

지필검사를 바

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오류

유형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

석

①구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오

류

②사고의 경직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

③왜곡된 정의나 정리에 의해 생기는 오

류

④선행 지식의 부족으로 생기는 오류

⑤기술적 오류

오정윤,

노영순

(2007)

중학교

3학년

102명

교과서를 참고

하여 도형 문

장제 검사지

제작

①구문에 대한 이해 부족

②선행지식의 부족

③적절하지 않은 식 세우기

④반성단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⑤계산적 오류

유재연

(2004)

초등학교

3,4 학년

수학학습부

진학생

15명

교과서를 기준

으로 개발된

15문항의 문장

제 검사를 실

시한 후 아동

과 인터뷰

①반성적 오류

②이해의 오류

③처리기술의 오류

④전략선택의 오류

⑤부주의ž동기

⑥읽기오류

최진성,

신진숙

(2011)

초ž중ž고,

전공과

지적장애학

생 100명

지적장애학생

에게 적합한

14개 문제 유

형 선별하여

검사지 개발

①잘못된 연산 오류

②계산오류

③주어진 수 오류

④임의의 답

⑤무응답

<표 3> 선행연구에 제시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의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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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수 덧셈·뺄셈 연산과 오류

가. 분수의 개념

학생들이 익숙하게 다루어오던 자연수의 연산에서와는 달리 분수의 연

산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수의 개념과 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다(김경미, 황우형, 2009). 학생이 분수의 양적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분수의 연산을 수행할 때 적절한 표상활동이 일어

나지 않아 기계적인 절차 암기에 의존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연산 과

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

한 분수는 하나의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수는 실제로 부분-전체의 의미,

몫의 의미, 연산자의 의미, 비의 의미, 측정의 의미 이렇게 5가지의 의미

로 사용되고 있다(English & Halford, 2003, 추은영, 2003, 김미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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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의 개념 의미

부분-전체의 의미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연속적인 양 또는 같

은 크기의 하위 부분이나 집합체의 비연속적인 대상들

의 한 집합을 분할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Behr,

Lesh, Post & Silver, 1983). 즉,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양이 아니라 주어진 어떠한 대상에서 차지하는 해당

비율만큼의 양을 의미한다.

몫의 의미

어떤 양을 분배하여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없이 나누었을 때의 몫을 표현하는 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자 4조각을 5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한 사

람당 

조각을 받게 된다.

연산자의 의미

연사자로서의 분수는 하나의 집합을 ‘곱셈관계에 의해’

다른 집합으로 보내는 사상의 수이다. 예를 들면 ‘~의



’은 10을 5로, 8을 4로 바꾸는 사상으로서의 수이다.

즉, 주어진 수가 나타내는 크기를 


만큼 줄인 것을

말한다.

비의 의미

수라기 보다 비교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대한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여자 3명에 대한 남자 7명과 같은

비율 상황을 

로 나타낼 수 있다.

측정의 의미

실제 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하여 표현하

기 위해 사용한다. 양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한 단위의

1보다 더 세분화된 양을 나타낼 때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리본의 길이를 표시할 때 분수를 사용하여 

cm

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 분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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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수의 덧셈 뺄셈 연산

분수의 연산은 분수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

하여야 한다(권경자, 2004). 그렇지 않을 경우 양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연산하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연산을 수

행하게 된다. 자연수의 경우는 더해지거나 빼지는 단위가 수 자체의 자

리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과정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분

수의 덧셈·뺄셈에서는 분모를 기준으로 더해지거나 빼지는 단위를 결정

하여 같은 단위에서 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동치 분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김정식, 2005). 이를 위해 동치 분수와 통분의 방법을 기계적으

로 암기하기 전에 그 필요성을 먼저 느끼도록 해야 한다. 암기된 알고리

즘 및 공식에만 의존한 연산 수행은 진정한 의미의 수학 학습이 아니고

단순한 계산 연습이 되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수의 연산을 학습하기 전 개념 발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조작물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양적인 의미를 올바로 이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연산의 알고리즘에 대

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개념, 의미, 기본 지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연산 규칙의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김정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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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델을 사용한 분수의 덧셈(김춘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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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을 사용한 분수의 뺄셈(김춘화, 2004)

이처럼 연산 알고리즘에 따른 규칙을 학습하기 전 조작물을 활용한 양

적 의미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비형식적 탐구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John, 1998). 예를 들어, 

+

을 계산할 때 분수의

덧셈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면적과 길이와 같은 모형을 활용

하여 양적인 감각을 익혀야 한다. 분수의 덧셈·뺄셈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가지의 모형이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을 가지고 분수의 덧셈·뺄셈에 대해 탐구할 때는 다른 공통분모, 1

보다 훨씬 큰 분수, 그리고 대분수들의 계산을 연습하여 이후에 계산문

제에 이러한 수들이 제시되더라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연습한다.

비형식적인 탐구활동이 충분히 수행된 후 학생들에게 분수 연산의 알고



- 26 -

리즘을 발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분수의 덧셈·뺄셈에서는 이분모계산

에 앞서 먼저 동분모 계산을 연습하게 되는데, 이때는 학생들에게 연습

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여 분수의 계산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동분모 계

산이 편해지면 이분모 계산을 배우게 되는데, 이분모 계산에서는 ‘공통분

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통분모’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하는지

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림 6]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6] 이분모 분수의 덧셈·뺄셈 문제의 재진술(김춘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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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수의 덧셈·뺄셈 연산의 오류유형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병윤(1992)의 연구에서

는 연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덧셈에서 37.89%,

3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통분 과정에서의 오류가 18.52%

와 24.98%, 약분 과정에서의 오류가 13.56%와 16.04%, 대분수·가분수 처

리가 미숙한 경우가 20.84%와 10.88%, 받아올림, 받아내림의 원리를 모

르는 경우는 4.27%와 5.52%로 나타났다.

김진식(199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분수의 사칙

연산에서의 오류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수의 덧셈에서 오류 유

형 분석 결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오류가, 뺄셈에

서는 분수 곱셈과 착각하여 약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즉 학생들

이 분수 연산의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 연

산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유리수 계산에서

볼 수 있는 오류유형을 찾아 분류하고 그 원인을 추적해보았다. 이 중

분수 계산 오류의 원인은 분수의 비동치를 비롯한 분수의 다양한 개념

이해 부족과 이로 인한 무의미한 단편적 알고리즘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은영(2003)의 연구에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오류유형을 계산과정과

계산결과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계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유형은 ‘통분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오류’, ‘통분하지 않고 분모는 분

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빼는 경우’, ‘분모만 공통분모로 하고 분

자는 그대로 더하는/빼는 오류’, ‘덧셈/뺄셈을 곱셈으로 생각하고 약분하

여 계산하는 오류’, ‘받아올림/받아내림을 하지 못하는 오류’가, 계산결과

의 범주에 해당하는 오류는 ‘결과를 기약분수나 대분수로 나타내지 못하

는 오류’가 해당되었다. 이러한 오류유형에 근거한 오류분석을 통해 이분

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은 선수학습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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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결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또한 통분

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올바른 연산 알고리즘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

들에게 약분과 통분의 필요성 및 개념을 확실히 지도한 후 덧셈과 뺄셈

을 지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지은(2007)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 수학학습부진 40명, 일반아

동 40명의 분수 연산오류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학습부진 아동은

알고리즘 결함, 무작위 반응, 대분수 변환, 분수 구성의 오류, 부호의 혼

돈, 표기의 오류, 중복오류 순으로, 일반아동은 대분수변환, 표기의 오류,

부호의 혼돈, 알고리즘 결함, 중복 오류, 분수 구성의 오류, 무작위 반응

순으로 오류가 나타났다. 수학학습부진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분수의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분수 변환 등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며

단순 실수에 의한 오류의 빈도가 높았다.

엄재엽, 류성림(2009)의 연구에서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수의 사

칙연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분수의 개념 및 문제 이해 부족’, ‘약분 방법상의

오류’, ‘통분 방법상의 오류’, ‘받아올림, 받아내림(대분수·가분수 고치기)

의 오류’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통분의 오류

11%, 약분의 오류가 12%로 전체의 23%를 차지하여 많은 학생들이 통

분과 약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lock(2006)은 분수의 오류를 덧셈 과정에서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

모는 분모끼리 더하는 오류’, ‘분자끼리는 덧셈을 하고 분모끼리는 곱셈

을 하는 오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은 분모가 같게 통분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나 통분방법을 알지 못하는 오류’가, 뺄셈 과정

에서는 ‘대분수의 뺄셈에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오류’, ‘대분수의 뺄셈에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

모와 분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오류’, ‘대분수의 뺄셈에서 가분

수로 고칠 때 자연수 부분을 분자로 고치고 자연수는 없애야 하는 데 그

렇지 못하는 오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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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분석 방법 오류 유형

조병윤

(1992)

초등학교

6학년

52명

교과서의 분수

연산문제 추출

① 분수 연산 원리 이해 부족

② 통분 오류

③ 대분수 처리 미숙

④ 받아올림 내림의 원리 이해 부족

김진식

(1995)

초등학교

5,6학년

120명

연구자가 학년

당 20문항씩 개

발

덧

셈

①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경우

②자연수를 대분수의 분자에 더하는 경우

③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후 자연수를 분자

에 더하는 경우

④분모끼리 약분한 후 더하는 경우

⑤‘+’기호를 ‘-’로 착각하여 계산

⑥자연수를 역수로 고친 다음 통분하여 더하

는 경우

⑦통분한 후 분수덧셈을 곱셈으로 생각하고

약분하여 계산

⑧분모만 공통분모로 하고 분자는 그대로 둔

경우

⑨기수를 역수로 고친다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여 계산

뺄

셈

①분수의 뺄셈에서 곱셈으로 생각하여 약분하

는 경우

②자연수를 대분수 및 가분수로 변형하는 과

정에서의 오류

③‘-’를 ‘+’로, ‘-’와 ‘+’를 ‘×’로 착각하여 계산하

는 경우

④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다음 분모끼리 약분

하여 계산

⑤통분하지 않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

자끼리 빼는 경우

⑥통분한 후 분자 계산상의 실수

이경아

(1997)

초등학교

6학년

144명

학년별 지도 요

소를 근거로 하

여 20문항 제작

①대분수 변환의 오류

②가분수 변환의 오류

③통분 오류

④약분 오류

⑤역수 오류

<표 5> 선행연구에 제시된 분수의 덧셈·뺄셈 연산 오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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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덧셈 오류

⑦분수 구성 오류

⑧계산 순서 오류

⑨기술적 오류

추은영

(2003)

초등학교

5학년

36명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진단평

가 문제를 토대

로 오류검사지

제작

①통분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오류

②통분하지 않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

리 더하는/빼는 경우

③분모만 공통분모로 하고 분자는 그대로 더하는/

빼는 오류

④덧셈/뺄셈을 곱셈으로 생각하고 약분하여 계산

하는 오류

⑤받아올림/받아내림을 하지 못하는 오류

⑥결과를 기약분수나 대분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오류

안지은

(2007)

초등학교

4학년

학습부진

아동 40명

일반아동

40명

교과서에서 다

루는 분수의 덧

셈 뺄셈 문제

25문항으로 검

사 제작

①대분수 변환의 오류

②알고리즘 결함

③무작위 반응, 표기의 오류

④부호의 혼돈

⑤분수 구성의 오류

⑥중복 오류

엄재엽

류성림

(2008)

초등학교

6학년

169명

교과서를 분석

하여 분수의 덧

셈과 뺄셈에 관

련된 문항 개발

①분수의 개념 및 문제 이해 부족

②약분 방법상의 오류

③통분 방법상의 오류

④받아올림, 받아내림(대분수·가분수 고치기)의 오

류

Ashlock

(2006)
· ·

덧

셈

①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는

오류

②분자끼리는 덧셈을 하고 분모끼리는 곱셈을

하는 오류

③이분모 분수의 덧셈은 분모가 같게 통분하

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통분방법

을 알지 못하는 오류

뺄

셈

①대분수의 뺄셈에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

고, 분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오류

②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모와 분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오류

③가분수로 고칠 때 자연수를 분자로 고치고

자연수를 없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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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수의 덧셈, 뺄셈 연산을 활용한 수학문장제 문제

해결의 오류

분수의 연산이 활용된 문장제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장숙희, 박만구(2010)가 초등학교 5, 6학년 3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문장제의 오류유형과

분수연산의 오류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수의 사칙 연산 문

장제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장애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분류

유형은 아래<표 6>와 같다. 오류 분석을 위해 4~6학년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의 내용 중 분수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여 검사지를

구성하였으며, 연상별 7문제를 출제하였다. 분석결과 문장제 이해에서 다

양한 종류의 장애가 나타났지만 분수의 연산 과정에서 더 많은 수의 장

애가 나타났다. 문장제 이해에서 나타난 장애는 문장 구문과 용어나 문

제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문제를 성급하게 이해하여 단

순히 문제에 제시된 숫자를 순서대로 식을 세워 해결하기도 하였다. 분

수의 연산 과정에서는 수학적 선행 지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아 분수

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 오류 분석은 아니지만 분수 연산을 활용한 수학문장제 문제해

결과 관련된 연구들은 문제이해와 해결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김경미,

황우형, 2011)와 분수 연산 문장제 문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권경자,

2004, 김효정, 2006)들이 있었다.

김경미와 황우형(2011)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문

장제 해결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고, 학생들의 이해가 분수의 덧셈·뺄셈 문장

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분수의 덧셈에서는 연산에

대해 학생들이 지닌 의미론적 구조와 문장제 해결 사이에 관령성이 발견

되지 않았으나, 뺄셈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연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의

미론적 구조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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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분수 관련 단원과

학생들이 만든 분수 연산이 적용된 문장제 문제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분

수 연산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찾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교과서 분석

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이 실생활 및 분수 연산의 의미와는 분리된 채

분수의 사칙 연산 방법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문장제 문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분수의 다양한

개념이 활용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이 전체-부분의 개념을 활

용한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이 분수 연산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절차적 지식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효정(2006)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 문장제 문제를 유

형에 따라 분류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수의 개념적 측

면에서는 측정에 관련된 문제가 58.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문장제

유형의 측면에서는 덧셈과 뺄셈 문장제의 경우 덜어내기(33.4%), 첨가하

기(25.0%), 비교(22.2%), 부분/전체(19.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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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제 이해

문장제에

서

요구하는

문제 이해

장애

◦ 문장 구문에 대한

이해 부족

- 문제에 제시된 용어 이해의 어려움

- 문제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

- 문제 구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

한 임의 해석

◦ 문제에 대한 성급

한 이해

- 문제 읽기의 집중력 부족

- 복수 문제에서 앞 뒤 문제의 연결성

간과

- 단순하게 제시된 수식으로만 문제를

이해

문제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이해

장애

◦ 문제 형태를 그림

으로 구조화하지 못함

- 분수의 덧셈과 뺄셈 도식화의 어려움

-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도식화의 어려

움

◦ 적절하지 않은 식

세우기

- 분수의 덧셈과 뺄셈 식 세우기의 어

려움

-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식 세우기의

어려움

- 문제에 필요한 괄호 활용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적용의

장애

◦ 문제에 맞는 적절

한 연산 전략 선택의

어려움

-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문제의 혼동

- 문제의 도식화와 식 연결의 어려움

◦ 현실 상황을 고려

하지 않은 답에 대한

검토 부족

- 문제 해결 후 답에 대한 검토 필요

-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 제시의

부족

분수의 연산

수학적

선행

지식의

장애

◦ 자연수와 크기가 같은 분수의 잘못된 이해

◦ 대분수에 대한 선

행 지식의 부족
- 대분수의 잘못된 표현

<표 6> 분수의 사칙 연산 문장제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장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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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량이 다른 사

에서 분수로의 잘못된

표현

- 소수에서 분수로의 잘못된 표현

- 시간의 개념에서 분수로의 잘못된 표

현

◦ 도형과 관련된 선

행지식의 부족

- 도형의 넓이에 대한 지식 부족

- 도형의 둘레에 대한 지식 부족

계산상의

장애

◦ 통분 장애 ◦ 약분 장애 ◦ 대분수와 가분수 변

환의 어려움

 (장숙희, 박만구, 2010)

5. 저성취 학생의 특성

저성취 학생은 학업성취수준이 하위집단에 속하는 아동을 일컫는 말로

써(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03), 일반적으로 하위 20~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에 해당한다(Speece, Case, & Molly, 2003). 또한 지능이 보

통이거나 그 이상인 학습자가 학교 학습에서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매우

낮은 수행수준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저성취로 규정할 수 있다(Lau &

Chan, 2001)(최승욱, 2012, 재인용). 즉, 학습이 충분히 가능한 잠재능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저성취 학생이라 한다.

저성취 학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 사고전략

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의미화하는

사고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화, 정교화와 같은 학습 전략을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 암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에 불리하며, 특히 단기적인 암기에 더욱 취약하다

(추정옥, 1988). 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 흥미, 학습 동기가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부족하므로 학습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 학습의 기회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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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줄어들며, 이로 인해 학습 실패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김호정,

2007).

특히 수학에 있어 저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샘 전략과 같은 알고리즘

을 사용하는데 서툴다. 수학적 연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습득하는데 시

간이 많이 걸리고 부정확한 전략을 사용하여 오류를 많이 범하기 때문이

다. 또한 수학 저성취 학생들은 장기기억에서 기초적인 수 개념을 원활

히 인출하지 못하므로 수학 과제를 해결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계

산 절차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때문에 수 계산의 오류와 인출

오류를 일반 학생에 비해 더 많이 범한다(Geary, 1990; Geary, Brown,

& Samaranayak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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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분수의 덧셈·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이 범

하는 오류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8

명을 대상으로 수학문장제 검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4학년 교육과정에서 분

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 배운 후 5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분수의 사칙연

산에 대해 배우게 되어 분수의 덧셈 뺄셈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오류들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제시되어 있는 학년군별 성취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군’은

10000 이상의 큰 수와 자연수의 사칙계산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그 계산

을 할 수 있으며, 분수와 소수의 뜻을 알고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초등학교 5~6학년군’은 약수와 배수를 이해하고, 분수와 소수의

관계 및 사칙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분

수의 사칙연산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기 시작하므로 분수의 개념을 정

확하게 학습하여 덧셈과 뺄셈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분수의 연산을 어려워하여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한다. 또한 4학년까지 배

운 수학 교과의 내용적 지식 축적으로 선행학습에 결함이 있는 학생들과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사이의 문제해결능력에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

따라서 5학년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오류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전까지의

학습을 통해 배운 분수의 개념과 분수 연산의 원리를 제대로 익혔는지,

이에 대한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중재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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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저성취 집단은 수학문장제 문제해결능력 검사

의 총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258명의 아동 중 20

점이 만점인 수학 문장제 검사에서 4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52명의 아동

을 저성취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또한

평균집단은 6에서 9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로, 고성취 집단은

13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각각 전체의

32%와 19%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김우주(2004)의 연구에서 성취도 수준

에 따라 전체 학습자를 상(상위 25%), 중(중위50%), 하(하위25%)로 삼

등분한 것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성취, 평균, 고성취 집단의

특성을 뚜렷이 반영하도록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저성취와 평균 집단 사

이에 있는 13%의 학생과 평균과 고성취 집단 사이에 있는 16%의 학생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학교별 

인원

D초등학교

1학급

M초등학교

4학급

N초등학교

4학급

W초등학교

1학급
합계

성별

남 14명 51명 57명 13명 135명

258명

여 13명 58명 37명 15명 123명

<표 7>연구대상자 구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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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취 수준

0 16 6% 6%

저성취 집단

(53명, 21%)

1 14 5% 12%

2 6 2% 14%

3 17 7% 21%

4 14 5% 26%

5 20 8% 34%

6 23 9% 43%

평균 집단

(80명, 32%)

7 25 10% 52%

8 26 10% 62%

9 6 2% 65%

10 13 5% 70%

11 18 7% 77%

12 11 4% 81%

13 8 3% 84%

고성취 집단

(49명, 19%)

14 3 1% 85%

15 5 2% 87%

16 8 3% 90%

17 5 2% 92%

18 8 3% 95%

19 6 2% 98%

20 6 2% 100%

<표 8>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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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검사도구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BASA :

수학 문장제 검사(김동일, 2014)의 문항 중 문제해결 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사용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5학년 수학 교육

과정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각 문항

은 해당 학년의 수학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에 제시된 수학문장제의 특성

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초등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 연구원들

이 문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5학년 수학 교육과정 ‘수와 연산’영역의 세부내용은 <표 9>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20문항 중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5문항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경력 초등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 박사과정생이

검사지가 5학년 학생들의 수학 문장제 해결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이들은 검사지의 문항들이 5학년 학생들의 수준과

일치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수학 문

장제 해결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검사지의 신뢰

도 확보를 위해 실시한 Chronbach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내적 일치

도가 0.937로 나타나 반응자들이 문항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비율은 <표 11>에 제시

되어있다. 난이도를 살펴보면 5번을 제외한 나머지 4문항은 모두 50%이

상의 학생이 올바르게 풀었고, 가장 어려운 5번은 31%에 해당하는 학생

들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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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체계 세부 내용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분

수를 만들 수 있다.

-분수를 약분, 통분할 수 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분수의 곱셈과 나눗

셈

-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자연수)÷(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

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

셈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자연수)÷(자연수)’, ‘(소수)÷(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

할 수 있다.

<표 9> 5학년 수학 교육과정 ‘수와 연산’영역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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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산 의미론 수 유형 기타

1 덧셈 합병 분수 두 진분수의 덧셈, 통분

2 덧셈 첨가 분수 두 대분수의 덧셈, 통분

3 덧셈 합병 분수 두 대분수의 덧셈, 통분

4 뺄셈 제거 분수 두 진분수의 뺄셈, 통분

5 뺄셈 제거 분수 세 대분수의 뺄셈, 통분

<표 10> 분석된 수학문장제 문항 정보

번호 1 2 3 4 5

난이도 0.62 0.57 0.62 0.61 0.31

<표 11> 분석된 수학문장제 문항의 난이도

나. 오류유형 분석틀

검사 실시 후 수거된 검사지에 나타난 오류들의 유형 분류를 위해 <표

12>와 같이 오류유형 분석틀이 사용되었다. 분석틀에 제시된 각 오류 유

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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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범주 오류 유형

오류A.

잘못된 식

세우기

01. 연산 전략 선택의 오류

02. 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류B.

분수의 덧

셈 뺄셈

알고리즘

부재

01.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02.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03.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곱함

04. 통분 후 분자끼리 곱함

05. 덧셈식이나 뺄셈식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오류C.

분수의 성

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

통분

01. 공통분모는 구했으나 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곱

하지 않음

02. 공통분모를 구한 후 분자에 잘못된 수를 곱하는 경

우

03. 공통분모를 구한 후 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

하는 경우

약분 04.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대분수

가분수

변환

05.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오류

06.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오류

07. 변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음

오류D.

부주의

기본연산 

실수
01. 단순 사칙연산의 오류

기록상의 

실수

02. 계산 과정 중 기록한 것에 대한 착각

03. 숫자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의 실수

04.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으로 답을 쓰지 않음

오류E.

알 수 없

음

01. 풀던 중 그만둠

02.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03. 오류 해석 불가능

<표 11>오류유형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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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A. 잘못된 식 세우기

문제해결에 적절하지 않은 식을 세운 오류로 polya(1957)의 문제해결단

계 중 문제이해와 계획단계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이다. 문장의 내용

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식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후의 연산을 정확히 수행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

01. 연산 전략 선택의 오류

식을 세울 때 잘못된 연산 부호를 선택한 경우이다. 덧셈문제인데 ‘+’기

호를 사용하지 않고 ‘×’기호를 사용하여 식을 세우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02. 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문제의 내용 구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에 필요한

기호를 제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식을 세운 경우이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숫자가 식에 포함되거나 필요한 숫자가 식에 포함되지 않

은 것이다.

오류 B. 분수의 덧셈 뺄셈 알고리즘 부재

이 연구에서는 분수의 덧셈·뺄셈 알고리즘이란 통분한 분모를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분수의 덧

셈·뺄셈 알고리즘이 없는 학생들의 오류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5가

지 유형이 나타났다.

01.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 

=


의 형식으로 계산한 경우이다.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통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는 수

끼리 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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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 

=


와 같이 계산한 오류이다. - 기호를 보고 같은 자

리에 있는 수끼리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분수의 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03.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곱함



+ 

=
×

로 계산한 경우이다. 특히 분자가 1인 분수들끼리

더할 때 많이 나타난 오류이다. 예를 들면 

+ 

= 

처럼 분모들끼

리만 더해준 것을 말한다.

04.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도 곱함



+ 

=×
×

로 곱셈식을 풀 때와 같이 계산한 경우이다. 곱셈

식을 푸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덧셈식을 푸는 방식은 제대로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덧셈식으로 식을 세워놓고도 곱셈처럼 푼 것으로 보인다.

05. 덧셈식이나 뺄셈식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 

혹은 


- 

식에서 와  , 또는와 가 공통 약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분하는 오류이다. 분수 곱셈식을 계산할 때 약분을

통해 계산이 간단해졌듯이 덧셈식에서도 약분을 하여 덧셈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수

의 곱셈과 덧셈을 적용할 때 양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오류이다.

오류 C.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

분수의 기본 성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들의 집단이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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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같은 양을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이다. 예를 들어



는 대분수로 변환하여 


로 나타낼 수도 있고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 

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분수의 성질에 대해 제대

로 이해하고 있다면 분수의 양을 나타내는 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같은 양

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분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 통분, 약분, 대분수 가분수

변환과정 모두 분수의 양에 대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숫자의 구성

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적 지식이 필요하다.

(통분) 01. 공통분모는 구했으나 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

음

통분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구하기 위해 분모에는 최소공배수를 만들어

주는 수를 곱해주고 분자에는 곱하지 않은 채로 덧셈·뺄셈을 수행하는

오류이다.

(통분) 02. 공통분모를 구한 후 분자에 잘못된 수를 곱하는 경우

분자에 분모에 곱한 수와 같은 수를 곱하지 않고 다른 수를 곱하여 통

분한 경우이다.

(통분) 03. 공통분모를 구한 후 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하는 경우

분자에 분모에 곱한 공약수를 똑같이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수

의 분모를 더하는 경우이다.

(약분) 04.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약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끝까지 하지 않은 오류이다. 검사의 대상

이 된 5학년 학생들의 경우 약분에 대한 학습이 거의 다 이루어져있어

약분을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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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나타내었다.

(대분수 가분수 변환) 05.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오류

대분수를 같은 양을 나타내는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여

제대로 고치지 못한 경우이다. 보통 문제에 제시된 대분수를 계산을 위

해 가분수로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잘못된 가분수로 고치면 나

머지 연산을 제대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오답을 하게 된다.

(대분수 가분수 변환) 06.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오류

계산을 통해 얻은 답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형식인 대분수로 고치

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오류 D. 부주의

계산 시의 실수나 숫자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 착각을 하는 등 수학적

개념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인해 범한 오류들의 집단이

다.

01. 단순 사칙연산의 오류

통분, 약분, 대분수 가분수 변환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외에 단순 계산

에서 실수를 범한 것이다.

02. 계산 과정 중 기록한 것에 대한 착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착각하여 엉뚱한 실수를 한 경우이다. 예로는 이

미 더한 수를 한 번 더 더한다거나 식을 제대로 세워놓고 다른 계산을

수행하는 등의 실수들이 있다.

03. 숫자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의 실수

계산하는 과정에서 혹은 정답을 쓰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옮겨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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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한 경우이다.

04.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으로 답을 쓰지 않음

문제에서 ‘대분수로 나타내시오.’라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

분수의 형태로 나타낸 경우이다.

오류 E. 알 수 없음

위에 제시된 오류 유형들 위해 풀이를 시도하지 않거나 풀다가 그만두

거나 어떤 오류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 집단이다.

01. 풀던 중 그만둠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거나 시간상의 문제로 끝까지 문제풀이를 수행하

지 못한 경우이다.

02.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아예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로 식조차 세우지 않아 어떤 오개

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03. 오류 해석 불가능

검사지에 문제 풀이가 되어 있으나 분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오류가 나타나있는 경우이다. 무작위로 응답했거나

3. 연구절차

가. 검사의 실시 및 채점

검사는 2012년 10월 인천지역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의 5학년 1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 진행은 검사 개발자에 의해 작성된 검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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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뉴얼에 따라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담당하였으며, 학급전체가 동시

에 검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집단검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검사에 소요

된 시간은 10분으로 학생들에게 10분 동안 20문제를 차례대로 풀도록 지

시하였다. 오류 분석의 대상이 된 문제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풀기 시작

하는 1번부터 5번이므로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어 오류를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각 학급에서 실시된 후 수거된 검사지는 특수교육 전공 석·박사 학생들

에 의해 채점되었고, 채점 결과는 이후에 오류 유형 분석을 위해 검사지

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되었다. 한 문항 당 1점을 부여하

여 모든 문항의 정답을 맞히면 경우 20점이고, 정답과 동일한 양을 나타

내는 분수이더라도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였

다.

나. 오류유형 분석틀 개발

오류유형 분석틀은 총 4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먼저 수학문장제 문

제해결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와 분수 연산 오류에 대한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8가지의 오류유형이 포함된 기본틀을 설정하였다. 수

학문장제 문제해결의 오류는 초등학교 6학년 72명의 수학문장제 문제해

결과정에서의 오류를 분석한 석경희(2004)의 연구와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학습부진학생 15명의 오류를 분석한 유재연(2004)의 연구를 주로 참

고하였고 분수 연산의 오류는 추은영(2003)과 엄재엽과 류성림(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되어진 8가지 오류 유형은 ‘①잘못된 식

세우기 ②분수의 덧셈·뺄셈의 알고리즘 부재 ③통분 오류 ④약분 오류

⑤대분수 가분수 변환의 오류 ⑥기본 연산의 오류 ⑦기록상의 오류 ⑧풀

지 않음’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응답한 검사지에 나타난 오류들을 8가지

오류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각 유형별 오류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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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오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슷한 종류들을 묶어

범주화하여 세부유형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②분수의 덧셈·뺄셈의 알고

리즘 부재’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모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경우,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빼는 경우,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곱하는 경우, 분모끼리 분자끼리 모두 곱하는 경우,

곱셈식을 풀 때처럼 다른 분수의 분자나 분모와 약분하는 경우로 묶여졌

다. 이런 방법으로 8개 오류의 구체적 사례들을 범주화하여 각 오류별

세부 유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된 세부 유형들을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2명이 검토하였다. 아래 <표 13>에 제시된 2명의 교사가 설

정된 세부 유형들이 5학년 학생들의 오류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였으

며, 연구자와 함께 오류 유형의 조직에 대해 협의하였다. 협의 결과 ‘통

분’, ‘약분’, ‘대분수 가분수 변환’과 관련된 오류를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것과, ‘기본연산의 오류’는

5학년의 경우 대부분 실수로 인해 일어나므로 ‘부주의’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코딩에 사

용될 오류 분석틀이 확정되었다.

성별 교육경력 5학년 담임 경력 자격소지

교사1 남 10년 2년 초등 1급 정교사

교사2 여 6년 2년
초등 1급 정교사

특수교사 

<표 13> 오류 분석틀의 내용타당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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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류유형 코딩 및 자료 분석

확정된 오류 분석틀에 따라 학생들이 범한 오류를 엑셀시트에 코딩하였

다. 코딩은 각 문항별로 20개의 오류가 나타났는지 아닌지를 표시하기

위해 해당 오류가 나타났을 경우 1,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오류를 범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학생이 오류를

범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999로 입력하여 이후에 통계 분

석 시 제외하였다.

오류유형 분류 및 코딩 작업은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이 실시하였으며 분

류자 3명에 대한 정보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오류의 분류와 코딩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 오류 유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구체

적인 예시가 포함된 코딩 안내문을 제시하였고, 분석 중 논의할 사항이

생기면 함께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 검사지에 나타나는 학생의 응답을 보고 어떤 오류에 해당

하는지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류를 안정적으

로 분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2번의 일치도 확인 과정을 거쳤다. 먼저

분석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오류 유형을 코딩했

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학생의 21%(55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코딩에

대한 일치도는 97.3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코딩이 완료된 후 <표

15>에 제시된 특수교육전공자 2명이 전체 학생의 20%(52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코딩해본 결과 일치도가 99.1%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딩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각 오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코딩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듣고 한 사람당 26개 검사지의 오류를 분석

하였다.

이렇게 오류의 세부유형을 분류하여 코딩하고, 코딩의 신뢰도 확인을

거친 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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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전공 과정 교육경력

분류자1 여 특수교육 석사과정 3년

분류자2 여 특수교육 석사과정 없음

분류자3 여 특수교육 박사과정 9년

<표 14> 오류유형 분류 및 코딩 인원

성별 전공 과정 교육경력

확인자1 여 특수교육 박사과정 1년

확인자2 남 특수교육 박사과정 없음

<표 15> 오류유형 코딩 신뢰도 확인 인원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수학 저성취 집단이 분수의 덧셈·뺄셈이 적용

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범하는 오류가 평균 및 고성취 집단의

오류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성취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의

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 집단이 오류를 범한 빈도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집단에 따라

관련이 높은 오류의 쌍을 살펴보기 위해 오류유형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성취 집단의 오류 패턴에 따른 군집분석을 통

해 오류를 범하는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을 구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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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저성취 집단과 평균 및 고성취 집단이 범하는 각

오류 유형의 빈도 차이

저성취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

에서 범하는 오류가 평균 및 고성취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오류와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오류유형의 출현 빈도를 비교하였

다. 우선 전체 학생들이 수학 문장제를 해결하면서 범한 오류의 출현 빈

도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 집단별 오류 출현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분수 연산의 종류별(덧셈, 뺄셈)로 저성취 집단(53명), 평균 집단(80

명), 고성취 집단(49명)의 오류 빈도 평균에 대한 일원분석분석(One-

Way ANOVA)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전체 학생들의 오류 유형별 출현 빈도

258명의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뺄셈이 활용된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한 오류의 총 개수는 742개이며, 이 중에서 연산 전략 선택

의 오류가 14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은 약

분 오류가 104개로 많이 나타났다.

오류의 범주별 비율을 살펴보면 분수의 덧셈·뺄셈 알고리즘 부재로 인

한 ‘오류 B’가 26.4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으로 인한 ‘오류 C’가 23.32%, 식을 잘못 세

운 ‘오류 A'가 20.89%, 알 수 없음으로 분류된 ’오류 E'가 16.04%, 부주

의로 인한 ‘오류 D'가 13.3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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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덧셈 뺄셈 유형별

개수

범주별

개수1번 2번 3번 4번 5번

오류

A

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32 24 21 39 28 144
155

(20.89%)
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2 1 0 1 7 11

오류

B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10 17 14 4 6 51

196

(26.42%)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1 1 0 5 8 15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27 14 15 2 2 60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8 9 9 8 3 37

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0 8 7 10 8 33

오류

C

통

분

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6 6 10 2 6 30

173

(23.32%)

분자에 잘못된 수를

곱함
0 0 0 0 6 6

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함
0 2 1 1 1 5

약

분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7 15 8 7 67 104

변

환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 6 3 0 3 12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 9 6 0 1 16

오류

D

단순 계산의 오류 3 13 6 6 23 51

99

(13.34%)

계산 과정 중 착각 1 5 2 2 6 16

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5 7 5 3 9 29

문제에서 요구한 답의

형식을 지키지 않음
0 2 1 0 0 3

오류

E

풀던 중 그만둠 2 5 4 12 21 44
119

(16.04%)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2 5 8 16 28 59

오류 해석 불가능 0 2 0 3 11 16

합계 106 151 120 121 244 742

<표 16> 문항별 오류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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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오류의 출현 빈도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범한 오

류의 네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1번에서 5번까지 모든 문항에서 연산전략을 잘못 선택해 식

을 잘못 세우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수학문

장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

계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두 번째로, 덧셈이 적용된 문제보다 뺄셈이 적용된 문제에서 풀던 중

그만두거나 풀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덧셈이 적용된 3개의

문제에서 문제해결을 포기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횟수는 26개, 뺄셈이 적

용된 2개의 문제에서는 77개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의 배열이 덧셈이 적

용된 문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분수의 뺄셈을 학생들이 더

어렵게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오류 B.분수의 덧셈·뺄셈 알고리즘 부재’가 분수의 뺄셈이

적용된 문제보다 덧셈이 적용된 문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수의 덧셈이 적용된 문제에서는 ‘오류 B’범주에 해당하는 140개의 연

산 알고리즘 부재 오류가 나타났고 뺄셈이 적용된 문제에서는 56개의 연

산 알고리즘 부재 오류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분수의 뺄셈 연산이 적용

된 문제에서 문제해결을 포기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 오류를 범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과, 분수 연산 규칙에 대한 혼동은 뺄셈보다 덧

셈식을 풀 때 더 많이 가진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오류 유형 분

류과정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덧셈 문제에서 분수 덧셈 알고리즘을 정

확하게 적용하지 못했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뺄셈 문제에서는 올바른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분수의 덧셈은

엉뚱한 방식으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수의 뺄셈은 정확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네 번째는 덧셈이 적용된 문제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빼는 오

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뺄셈이 적용된 문제에서는 분모는 분모끼



- 55 -

리 분자는 분자끼리는 빼는 오류와 더하는 오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분수의 연산을 수행할 때 부호에 주의하지 않고 기계적으

로 덧셈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저성취 집단, 평균 집단, 고성취 집단의 오류유형 출현 빈도 차이

1) 분수의 덧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오류 유형별

출현 빈도 차이

분수의 덧셈을 적용하여 풀어야 하는 수학문장제 문제에서 저성취 집단

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범주

별 평균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오류B. 분수의 덧셈 뺄셈 알고리즘 부

재’(F(2,179)=38.140, p<0.01), ‘오류E. 알 수 없음’(F(2,179)=15.971,

p<0.01), ‘오류C.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 (F(2,179)=9.352,

p<0.01), ‘오류A. 잘못된 식 세우기’(F(2,179)=5.515, p<0.01)의 네 가지

오류범주에서 저성취 집단이 평균 집단과 고성취 집단보다 오류를 유의

미하게 더 많이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D. 부주의’는 오히려 평균 집단의 평균값(M=0.30, SD=0.54)이 저성

취 집단의 평균값(M=0.11, SD=0.38)보다 높아 평균 집단이 저성취 학생

들보다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집단에 속하는 학생

들이 저성취 학생에 비해 오답의 이유가 실수나 부주의인 경우가 더 많

다는 것을 뜻한다. 또 저성취 집단보다 문제풀이 시도 횟수가 높아 그

만큼 실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주의의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나났을

수 있다. ‘오류D. 부주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간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동일집단군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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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범주

집단

F
사후검증

(Scheffe)
저성취

집단(a)

평균

집단(b)

고성취

집단(c)

오류A. 잘못된

식 세우기
0.60(1.12) 0.29(0.83) 0.06(0.14) 5.515** a>c

오류B. 분수의

덧셈 뺄셈

알고리즘 부재

1.57(1.45) 0.25(0.76) 0.12(0.48) 38.140** a>b,c

오류C.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

0.79(1.36) 0.21(0.71) 0.10(0.37) 9.352** a>b,c

오류D. 부주의 0.11(0.38) 0.30(0.54) 0.14(0.41) 3.187* ·

오류E.

알 수 없음
0.43(0.82) 0.03(0.16) 0.00(0.00) 15.971** a>b,c

<표 17> 분수의 덧셈을 활용한 문제에서 나타난 오류 범주별 평균 비교 결과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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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취 학생과 다른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오류 양상의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성취 학생은 분수의 덧셈·뺄셈 알고리즘 부재

의 오류범주 중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F(2, 179)=7.52,

p<0.01),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F(2, 179)=13.13, p<0.01), 분

모끼리 분자끼리 곱함’(F(2, 179)=11.28, p<0.01)의 오류 유형을 평균 및

고성취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범하였다.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

행개념 부족의 오류범주 중에서는 통분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F(2, 179)=4.30, p<0.05)의 오류와 약분과정

에서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F(2, 179)=0.32, p<0.01)의 오류 유형에

서, 알 수 없음의 오류 범주에서는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F(2,

179)=10.88, p<0.01)의 오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잘못된 식 세우기 오류범주에 속하는 ‘연산전략 선택의 오류’(F(2,

179)=5.70, p<0.01)와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과정에서의 오류’(F(2,

179)=3.88, p<0.05), ‘풀던 중 그만둠’(F(2, 179)=3.65, p<0.05)의 오류는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고성취 학생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주의 오류 범주에 해당하는 오류 유형 출현 빈도의 평균값은

대부분 평균집단이 저성취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숫자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의 실수’(F(2, 179)=3.87, p<0.05)는 일반 학생이 저성

취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범하였다.

이를 통해 저성취 학생들은 분수의 덧셈이 사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

결 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분수의 덧셈식을 해결하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고, 통분과 약분에 서투르며 풀이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성취 학생들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력이

낮은 이유가 분수의 덧셈 알고리즘에 숙달되지 않아 문제에 대한 자신감

이 많이 부족하고 분수의 기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임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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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집단

F
사후검증

(Scheffe)
저성취

집단(a)

평균

집단(b)

고성취

집단(c)

오류

A

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0.58(1.10) 0.29(0.83) 0.04(0.20) 5.70** a>c

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0.02(0.14) 0.00(0.00) 0.02(0.14) 0.79 ·

오류

B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0.45(0.91) 0.10(0.47) 0.04(0.29) 7.52** a>b,c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0.04(0.19) 0.00(0.00) 0.00(0.00) 2.49 ·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0.58(0.97) 0.09(0.43) 0.06(0.24) 13.13** a>b,c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0.38(0.81) 0.03(0.16) 0.02(0.14) 11.28** a>b,c

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0.11(0.47) 0.04(0.25) 0.00(0.00) 1.91

오류

C

통

분

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0.23(0.64) 0.05(0.27) 0.02(0.14) 4.30* a>b,c

분자에 잘못된 수를

곱함
0.00(0.00) 0.00(0.00) 0.00(0.00) · ·

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함
0.02(0.14) 0.03(0.22) 0.00(0.00) 0.35 ·

약

분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0.32(0.64) 0.06(0.24) 0.06(0.24) 7.75** a>b,c

변

환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08(0.33) 0.04(0.19) 0.00(0.00) 1.51 ·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15(0.41) 0.04(0.19) 0.07(0.27) 3.88* a>c

오류

D

단순 계산의 오류 0.08(0.27) 0.10(0.41) 0.08(0.28) 0.10 ·

계산 과정 중 착각 0.01(0.14) 0.06(0.24) 0.02(0.14) 1.11 ·

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0.02(0.14) 0.14(0.35) 0.04(0.20) 3.87* b>a

문제에서 요구한 답의

형식을 지키지 않음
0.00(0.00) 0.00(0.00) 0.00(0.00) · ·

오류

E

풀던 중 그만둠 0.11(0.38) 0.03(0.16) 0.00(0.00) 3.65* a>c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0.28(0.70) 0.00(0.00) 0.00(0.00) 10.88** a>b,c

오류 해석 불가능 0.04(0.192) 0.00(0.00) 0.00(0.00) 2.49 ·

<표 18> 분수의 덧셈을 활용한 문제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별 평균 비교 결과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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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수의 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오류 유형별

출현 빈도

분수의 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저성취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오류를 범했으나 덧셈이 활용된 문제에

서 관찰되었던 평균 차이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 덧셈에서는 ‘오류B.

분수의 덧셈 뺄셈 알고리즘 부재’, ‘오류C.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 ‘오류E. 알 수 없음’, ‘오류A. 잘못된 식 세우기’의 네 가지 범주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뺄셈에서는 ‘오류B. 분수의 덧셈 뺄셈 알

고리즘 부재’(F(2, 179)=10.56, p<0.01)와 ‘오류E. 알 수 없음’(F(2,

179)=59.93, p<0.01)의 두 가지 범주에서 저성취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오

류를 많이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수의 덧셈이 적용된 문제에서

는 ‘오류B. 분수의 덧셈 뺄셈 알고리즘 부재’(F(2, 179)=38.14, p<0.01)가

가장 크게 차이나는 오류범주였으나 뺄셈이 적용된 문제에서는 ‘오류E.

알 수 없음’(F(2, 179)=59.93, p<0.01)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오류

D. 부주의’의 경우 덧셈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집단의 학생들이 더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C.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

념 부족’은 저성취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

던 덧셈에서와는 달리 평균집단이 조금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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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범주

집단

F
사후검증

(Scheffe)
저성취

집단(a)

평균

집단(b)

고성취

집단(c)

오류A. 잘못된

식 세우기
0.40(0.77) 0.29(0.58) 0.14(0.14) 2.19 ·

오류B. 분수의

덧셈 뺄셈

알고리즘 부재

0.53(1.01) 0.09(0.40) 0.04(0.20) 10.56** a>b,c

오류C.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

0.30(0.70) 0.44(0.55) 0.24(0.43) 1.97 ·

오류D. 부주의 0.15(0.36) 0.21(0.41) 0.14(0.35) 0.66 ·

오류E.

알 수 없음
1.08(0.81) 0.16(0.40) 0.08(0.28) 59.93** a>b,c

<표 19> 분수의 뺄셈을 활용한 문제에서 나타난 오류 범주별 평균 비교 결과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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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셈연산이 활용되는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별 오

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저성취 집단은 평균 집단과 고성취 집단에

비해 분수의 덧셈·뺄셈 알고리즘 부재의 오류범주 중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F(2, 179)=6.19, p<0.01), ‘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

처럼 약분함’(F(2, 179)=6.09, p<0.01)의 오류유형을 유의미하게 많이 범

하였다. 또한 알 수 없음의 오류 범주에서는 ‘풀던 중 그만둠’(F(2,

179)=9.45, p<0.01),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F(2, 179)=31.17, p<0.01)의

오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의 오류범주 중에서는 통분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F(2, 179)=3.65,

p<0.05)의 오류는 고성취 학생에 비해 저성취 학생이 유의미하게 많이

범하는 것으로, 약분과정에서 나타나는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F(2,

179)=3.63, p<0.05)의 오류 유형은 평균집단에 속한 학생이 저성취 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류범주의 평균차이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부주의 오류 범주에 해

당하는 유형 중 ‘단순 계산의 오류’와 ‘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의 실수’

는 평균 집단에 속한 학생의 평균값이 저성취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덧셈이 적용된 문제에서의 오류유형 차이 분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범주 ‘오류E.알 수 없음’에 해당하는 ‘풀던 중 그만둠’,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오류유형의 평균값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분수의 덧셈이 적용된 수학 문장제에서 보다 뺄셈이 적용된 경우

저성취 학생이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경향이 월등히 높아짐을 뜻한다.

그리고 덧셈이 적용된 1~3번 문제에서 범한 오류유형들의 평균값에 비

해 뺄셈이 적용된 4~5번 문제에서 범한 오류유형들의 평균값이 대체적으

로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뺄셈이 적용된 문제에서 학생들이 문제 풀

이를 포기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오류유형들의 빈도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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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집단

F
사후검증

(Scheffe)
저성취

집단(a)

평균

집단(b)

고성취

집단(c)

오류

A

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0.34(0.65) 0.28(0.55) 0.12(0.44) 2.07 ·

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0.06(0.23) 0.01(0.11) 0.02(0.14) 1.22 ·

오류

B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0.09(0.35) 0.03(0.22) 0.00(0.00) 2.16 ·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0.17(0.51) 0.00(0.00) 0.02(0.14) 6.19** a>b,c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0.00(0.00) 0.01(0.11) 0.02(0.24) 0.50 ·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0.09(0.35) 0.03(0.16) 0.00(0.00) 2.67 ·

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0.17(0.47) 0.03(0.16) 0.00(0.00) 6.09** a>b,c

오류

C

통

분

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0.11(0.38) 0.03(0.16) 0.00(0.00) 3.65* a>c

분자에 잘못된 수를

곱함
0.02(0.14) 0.01(0.11) 0.02(0.14) 0.07 ·

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함
0.00(0.00) 0.01(0.11) 0.00(0.00) 0.64 ·

약

분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0.15(0.41) 0.36(0.51) 0.22(0.42) 3.63* b>a

변

환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00(0.00) 0.03(0.16) 0.00(0.00) 1.29 ·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02(0.14) 0.00(0.00) 0.00(0.00) 1.22 ·

오류

D

단순 계산의 오류 0.09(0.30) 0.13(0.33) 0.06(0.24) 0.70 ·

계산 과정 중 착각 0.02(0.14) 0.00(0.00) 0.02(0.14) 0.79 ·

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0.04(0.19) 0.09(0.28) 0.06(0.24) 0.65 ·

문제에서 요구한 답의

형식을 지키지 않음
0.00(0.00) 0.00(0.00) 0.00(0.00) · ·

오류

E

풀던 중 그만둠 0.28(0.53) 0.06(0.24) 0.02(0.14) 9.45** a>b,c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0.68(0.87) 0.05(0.22) 0.02(0.14) 31.17** a>b,c

오류 해석 불가능 0.11(0.32) 0.05(0.22) 0.04(0.20) 1.38 ·

<표 20> 분수의 뻴셈을 활용한 문제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별 평균 비교 결과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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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성취 집단과 평균 및 고성취 집단의 오류유형 사

이의 상관관계 차이

저성취 집단이 분수의 덧셈·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

서 범하는 오류의 양상이 평균 및 고성취 집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살

펴보기 위하여 오류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성취도 집단별로 동시

에 발생하는 오류 유형들을 비교해봄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가지

고 있는 오개념의 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

라 상관관계가 나타난 오류유형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가. 저성취 집단의 오류유형 사이의 상관관계

저성취 집단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과정

에서 범한 오류유형들 중 상관관계가 있는 유형들을 <표 19>에 제시하

였다. 이들 중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과 ‘D02.계산 과

정 중 착각’ 사이에 0.839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수의 덧셈·뺄셈을 수행하면서 곱셈식을 풀 때처

럼 다른 분수의 분모나 분자와 약분하는 학생들의 경우 계산 과정 중 착

각하는 부주의의 오류 또한 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다. 즉, 분수의

셈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덧셈·뺄셈과 곱셈·나눗셈을 혼동

하는 저성취 학생들은 계산 과정에서 엉뚱한 실수 또한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01.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과 ‘C04.약분을 끝까지 하

지 않음’ 사이에 0.613, ‘C03.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함’과 ‘C06.가

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사이에 0.600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이는 통분 과정에서 오류를 나 타내는 학생들은 약분과 대분수·가분수

변환 과정에서도 오류를 보임을 알려주는 결과로써, 저성취 학생들이 분

수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분, 약분, 대분수·가분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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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취 집단(n=53)

오류 유형
Pearson

상관계수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0.313*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C05.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403**

A02.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B02.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0.381**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B02.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0.354**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0.336*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D02.계산 과정 중 착각 0.839**

C01.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C04.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0.613**

C03.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함

C06.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600**

C04.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D03.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0.275**

C06.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E01.풀던 중 그만둠 0.468**

<표 21> 저성취 집단의 수학문장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 간의 상관관계

환 과정 모두에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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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균 집단의 오류유형 사이의 상관관계

평균 집단에서는 저성취 집단보다 더 많은 수의 오류유형들이 상관관계

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과 ‘B05.덧셈

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사이에서 나타난 0.984의 상관계수를 제

외하면 대부분이 0.5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과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오류는 분수의 덧셈·

뺄셈을 분수의 곱셈을 풀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푼 학생들이

동시에 범하기 쉬운 오류이다. 이 두 가지 오류 모두 저성취 집단이 평

균 집단보다 더 많이 범했으나 저성취 집단은 이 둘을 동시에 범하지 않

는 반면 평균 집단의 경우 거의 다 이 둘을 동시에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집단에서 덧셈·뺄셈을 곱셈식처럼 푸는 오류가 더욱 정

교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예로 ‘C05.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와 ‘C06.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사이에도 0.493

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는데, 대분수·가분수 변환을 이해하지 못한 평균

집단이 두 가지 과정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성취 집단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과 ‘D02.계산 과정 중 착각’의 오류유형은 평균 집단에

서는 0.380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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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집단(n=80)

오류 유형
Pearson

상관계수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A02.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0.316**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C06.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447*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E01.풀던 중 그만둠 0.370**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E02.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0.363**

A02.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0.232*

A02.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C04.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0.513**

A02.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E03.오류 해석 불가능 0.490**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E03.오류 해석 불가능 0.335**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C03.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함
0.232*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D02.계산 과정 중 착각 0.296**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0.984**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C01.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0.257**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C05.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336**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D02.계산 과정 중 착각 0.336**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C01.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0.292**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C05.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380**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D02.계산 과정 중 착각 0.380**

C01.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C05.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0.273**

<표 22> 평균 집단의 수학문장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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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지 않음 오류

C01.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D02.계산 과정 중 착각 0.441*

C04.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D03.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0.295*

*

C04.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E03.오류 해석 불가능 0.335**

C05.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C06.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0.493**

D03.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E01.풀던 중 그만둠 0.238*

**p < .01 , *p < .05

다. 고성취 집단의 오류유형 사이의 상관관계

고성취 집단이 범한 오류유형 중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

리 더함’과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사이에는 0.814, ‘B01.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과 ‘E03.오류 해석 불가능’ 사이

에는 7.00, ‘C02.분자에 잘못된 수를 곱함’과 ‘D02.계산 과정 중 착각’ 사

이에는 7.00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고성취 집단 중 분모끼리 분자끼

리 더해서 답을 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빼

는 오류도 동시에 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수의 덧셈·뺄셈 알고리즘을

명확히 익히지 않은 학생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성취 학생들의 오류 횟수 평균을

살펴보면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 간의 상관관계를 해석

하기에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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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취 집단(n=49)

오류 유형
Pearson

상관계수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0.567*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0.558

A01연산전략 선택의 오류 E03.오류 해석 불가능 0.369**

A02.문장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D03.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0.612**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0.814**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
E03.오류 해석 불가능 0.700*

B02.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뺌
D03.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 0.428**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E03.오류 해석 불가능 0.557**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 D01.단순 계산의 오류 0.354*

C01.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C04.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0.463**

C01.분모에 곱한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
D01.단순 계산의 오류 0.354**

C02.분자에 잘못된 수를 곱함 D02.계산 과정 중 착각 0.700**

D01.단순 계산의 오류 E02.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0.354**

<표 23> 고성취 집단의 수학문장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 간의 상관관계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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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류의 패턴에 따라 나눠지는 저성취 집단의 특성

가. 저성취 집단의 오류범주별 빈도에 따른 집단 구분

저성취 학생들의 해당 오류범주에 대한 빈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

시한 결과 [그림 7] 와 같이 5개의 군집이 저성취 집단의 표본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취 집단을 오류패턴에 따른 하위집단

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먼저 각 범주별 빈도를 z점수로 표준화하여 Ward

방식을 활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제시된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에 근거하여 최적군집수를 5개로 결정한 후 다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집단이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

이 방법은 Hair와 Black(2000)이 군집형성 시 이탈정도가 큰 사례들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2단계 군집분석방법이다.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오류A 오류B 오류C 오류D 오류E

 [그림 7] 저성취 학생들의 오류범주별 빈도에 따른 하위 집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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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오차
F

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오류A 10.957 4 .170 48 64.360**

오류B 8.248 4 .396 48 20.827**

오류C 6.642 4 .530 48 12.536**

오류D 9.410 4 .299 48 31.449**

오류E 2.768 4 .853 48 3.246**

<표 26> 저성취 집단의 오류범주 빈도에 따른 군집분석의 분산분석

군집

1 2 3 4 5

오류A -.21194 -.44596 2.14286 -.56297 -.32895

오류B .16306 -.45423 -.75186 -.36605 1.52992

오류C .05233 -.23793 .06846 2.05192 -.65720

오류D 1.72146 -.53131 -.29665 -.53131 -.15585

오류E -.01457 .54696 -.48835 -.50590 -.43571

<표 24> 저성취 집단의 오류범주 빈도에 따른 최종 군집중심

군집

1 2 3 4 5

사례수 10명 20명 8명 5명 10명

비율 19% 38% 15% 9% 19%

<표 25> 저성취 집단의 오류범주 빈도에 따른 각 군집의 사례수, 비율,

성취도 평균값

**p < .01 , *p < .05



- 71 -

나. 각 하위 집단의 특성 기술

첫 번째 군집은 ‘오류D.부주의’를 다른 군집보다 뚜렷하게 많이 범한 집

단으로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류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저성취 학생 53명 중 10이 이 집단에 속하여 전체의 19%를 차지

하고, 성취도는 평균값은 5개의 집단들 중 가장 낮은 1.1이었다.

두 번째 군집은 다른 집단들 보다 ‘오류E.알 수 없음’를 많이 범한 집단

으로 전체의 38%인 20명이 속한 집단이다. 저성취 학생들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 집단에 속하므로 저성취 학생들 중 문제풀이를 포기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성취도 평균

값은 1.65점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군집은 ‘오류A.잘못된 식 세우기’를 많이 범한 집단으로 이 집

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연산 전략을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구조의 식을 세우는 특성이 있다. 모두 8명으로 저성

취 집단의 15%룰 차지하며 성취도 평균값은 1.5이다.

네 번째 군집은 ‘오류C.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을 가장 많이

범한 집단으로 이 집단의 학생들은 통분, 약분, 대분수·가분수 변환 등

분수의 기본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모두 5명으로 저성취 집단에

서 가장 작은 비율인 9%를 차지하고, 성취도 평균값은 1.5점으로 나타났

다.

다섯 번째 군집은 ‘오류B.분수의 덧셈·뺄셈 알고리즘 부재’가 높게 나

타난 집단으로 분수의 덧셈·뺄셈 규칙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잘못된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저성취 학생 53명 중 10명으로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취도 평균값은 1.2점으로, 1.1점인 첫 번

째 집단과 함께 저성취 집단 내에서도 낮은 성취도를 가진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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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2 3 4 5

성취도 평균값 1.1 1.65 1.5 1.8 1.2

<표 28> 저성취 집단의 오류범주 빈도에 따른 각 군집의 성취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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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수의 사칙 연산을 배우고 있는 5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분수의 덧셈·뺄셈이 적용된 수학문장제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해결과정에 나타나는 오류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오류를 통해 수학

저성취 집단의 오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평균집단, 고성취 집단과 오류

의 출현 빈도, 오류 간의 상관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

며, 저성취 집단의 오류 패턴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분해보았다. 분석 결

과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저성취 집단과 평균 및 고성취 집단이 범하는 각 오류 유형의 빈도

차이

먼저, 전체 학생들이 범한 문항별 오류의 빈도를 통해 학생들이 ‘연산

전략 선택의 오류’로 인해 오답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분수 계산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한

엄재엽(2009)의 연구에서 다른 오류들보다 ‘문장제의 연산자 적용 오류’

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많은 학생들은 분수의 연산이

적용된 문장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읽고 정확한 식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때 분수의 연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덧셈이 적용되었을 때 보다 뺄셈이 적

용된 경우 문제해결을 포기하는 경향이 더 높아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보

다 뺄셈이 적용된 문장제를 더욱 어렵게 느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분수의 연산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뺄셈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ㆍ반복적으로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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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고 분수의 덧셈 이상의 충분한 연습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

다음으로 성취도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오류 유형별 출현빈도 비교를

통해 저성취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연산 알고리즘의 부재와

문제 풀이를 포기하는 성향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저성취

집단의 오답 원인이 평균 집단이나 고성취 집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저성취 집단과는 달리 평균집단은 분수의 덧셈이 적용된 문장제에

서는 부주의와 잘못된 식 세우기에 관련된 오류가, 뺄셈이 적용된 문장

제에서는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과 잘못된 식 세우기에 관련

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고성취 집단 역시 덧셈에서는 부주의, 뺄

셈에서는 분수의 성질에 대한 선행개념 부족으로 인한 오류를 더 많이

범하였다. 따라서 저성취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뺄셈이 적용된 수학 문

장제에서 다른 집단 학생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분수의 연

산 알고리즘 자체에 숙달되지 않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낮은 학습 동기로 인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성취 학생들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해결에 활용되는 연산을 확실히 습득시

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실제로 저성취 학생의 문제풀이과정을 살펴보면 분수의 덧셈·뺄셈 알고

리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더하거나 곱셈처럼

푸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분수의 덧셈·뺄셈 절차를 익히기

전 분수의 양적인 의미에 대한 조작적 학습을 우선시하여 학생들이 분수

양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수의 개념 자체보다

알고리즘의 적용에 초점이 맞춰지면 연산의 구조에 바탕을 둔 개념의 이

해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되어, 연산 교육의 유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의미 없는 연산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Schwieger, 1999).

저성취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그만두거나 아예 시도자체를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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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 동안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경희(2004)의 연구에서도 하위권의 학생들

의 수학 문장제 오류유형 중 ‘풀이를 시도하지 않음’ 비율이 48%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제 풀이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를 찾

아 그에 대한 교정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저성취 학생들은 특히 분수의 뺄셈이 적용된 문장제에서

문제 풀이를 시도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받아올림보

다 받아내림을 더욱 어려워하는 저성취 학생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수 덧셈 연산 알고리즘의 오류 중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의

오류유형에서 평균값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를

통해 저 성취학생들은 다른 집단보다 분수의 곱셈 연산과 덧셈 연산을

더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수의 덧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산 규칙만 기계적으로 암기한 학생들이 부호

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저성취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은 곱셈으로 푼 경우가

많으나 뺄셈에서는 그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저성취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과 곱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뺄셈과는 잘 혼동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뺄셈이 양이 감소하는 연산인 반면 곱셈과 덧

셈은 모두 양이 증가하는 연산이므로 이를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수에 대한 양적 감각의 부재로 인해 저성취 학생들은 통분을 할 때

또 최소공배수를 만들기 위해 분모에 곱해준 수를 분자에 곱해주지 않는

오류 또한 많이 범한다. 이분모의 덧셈·뺄셈을 위해서는 통분의 과정이

필요한데, 통분 후에도 분수가 같은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분자에도

분모에 곱한 수를 곱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분이 필요한 이유와 통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

자에 아무 수도 곱해주지 않은 채 다음 단계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를 분석한 김경미, 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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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오류 D.부주의’ 범주에 속하는 ‘단순 계산의 오류’, ‘계산과정 중

착각’, ‘숫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실수’의 오류유형은 모두 평균 집단이

저성취 학생들보다 더 많이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집단의 학생들에

게는 자신의 풀이과정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지은(2007)의 연구에서도 일반학생들이 학습부진학생들

보다 단순 연산 및 표기의 오류를 더 많이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취 집단은 평균 집단보다 낮은 부주의의 오류를 보였는데, 이들은 평균

집단의 학생들보다 문제해결과정 시 반성 단계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경희(2004)는 이와 상반되게 상위권에 해

당하는 학생들이 단순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나. 저성취 학생과 평균 및 고성취 집단의 오류 유형간의 상관관계 차이

저성취 집단의 문장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유형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과 ‘D02.계산

과정 중 착각’ 사이에 0.839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분수

의 덧셈·뺄셈 연산 시에 곱셈을 풀 때처럼 다른 분수의 분자·분모를 약

분하는 학생들이 계산 과정 중 착각으로 엉뚱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오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은 계산 과정 중 착각 하는 성향이 덧셈·뺄셈을 곱셈처럼 약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성취 학생이 분

수의 덧셈·뺄셈에서 곱셈식처럼 약분할 경우 분수 연산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서인지 계산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착각을

일으킨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C01.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는

곱하지 않음’과 ‘C04.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음’ 사이에 0.613, ‘C03.분자에

다른 분수의 분모를 더함’과 ‘C06.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데 오류’ 사

이에 0.600의 뚜렷한 상관계수가 존재하는데, 이는 통분 과정에서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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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학생들은 약분과 대분수·가분수 변환 과정에서도 오류를 보임

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분수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저성취 학생

들은 이처럼 통분, 약분, 대분수·가분수 변환 과정 모두에 동시에 어려움

을 겪으므로, 이 중 한 가지라도 오류를 가지는 저성취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다른 오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평균 집단은 ‘B04.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함’과 ‘B05.덧셈이나 뺄셈에서

곱셈처럼 약분함’ 사이에 0.984, 고성취 집단에는 ‘B01.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함’과 ‘B03.분모끼리는 더하고 분자끼리는 뺌’ 사이에

0.814의 높은 상관이 있었다. 평균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 중 분수의 덧

셈·뺄셈을 곱셈처럼 푸는 학생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할 뿐만 아니라

약분까지 하여 분수의 곱셈을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두 집단은 모두 연산의 알고리즘 부재로 인한 오류들 중 관련성

이 높은 것들끼리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높았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의

오류는 저성취 집단에 비해 더욱 정교화되고 일관적이라는 것을 확인하

였다.

다. 오류의 패턴에 따라 나눠지는 저성취 집단의 특성

저성취 학생들이 범한 오류의 빈도에 따라 나눈 하위집단은 각 오류범

주를 하나씩 뚜렷하게 많이 범한 집단 5개로 나뉘어졌다. 이 중 부주의

에 관련된 오류를 많이 범한 집단과 분수의 덧셈·뺄셈 연산 알고리즘의

부재와 관련된 오류를 많이 범한 집단이 저성취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성취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성취 학생들 중 이러한 성

향이 보이는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더욱 중점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즉,

저성취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중재를 실시할 때, 해당 중재집단 안에

서 이 두 범주에 속하는 오류유형을 주로 나타내는 저성취 학생들이 있

을 경우 교사는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에 대해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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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류 분석 시 검사지에 나타난 학생들의 풀이과정을 사용하였으

나 면담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검사지

의 반응을 통해 오류의 정보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오류유형

을 범주화하였으나 학생들의 인지적 오개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나타내

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연산 전략 선택의 오류로 식을 잘못 세

운 경우가 매우 많이 나타났는데, 식을 세울 때 전략을 잘못 선택한 하

나의 반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정말 문제의 뜻을 이

해하지 못했을 경우, 덧셈 연산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곱셈 기호로 식을

세운 경우,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성급하게 식을 세운 경우 등 오류의

원인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오류를 통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저성취 집단은 53명이었으나 더

많은 수의 저성취 학생들을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례수가 늘

어나면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군

집분석을 통해 집단을 나눈 후 각 집단별 성취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수의 덧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3문제, 뺄셈이

활용된 수학문장제 2문제로 구성된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나 더욱 다양한

문제 유형을 활용한 오류 분석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문제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오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문제를 통해 가능한 많

은 종류의 오류를 수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또한 앞으로 분수의 덧셈·뺄셈이 적용된 수학문장제의 오류에 대

한 연구에서 문장제로 제시되었을 때와 단순 연삭식으로 제시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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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 양상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장제 문제에서 나타

나는 오류와 일반 연산식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비교를 통해 수학문장제

문제해결 시 나타나는 오류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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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희와 준규는 꽃밭의 
에는 국화를 심었고, 

 에는 장미를 심었

습니다. 국화와 장미를 심은 부분을 합하면 모두 얼마입니까?

식:                                           

답:                   

2. 수조에 
 L의 물을 부은 다음 

 L의 물을 더 부었습니다. 수조에 

물은 모두 몇 L가 되었습니까? (대분수로 나타내시오.)

식:                                           

답:                   L

3. 정수는 줄넘기를 
시간 동안 연습하였고, 희진이는 

 시간 동안 

연습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줄넘기를 연습한 시간은 모두 얼마입니

까? (대분수로 나타내시오.)

식:                                           

답:                   시간

4. 물통에 물이 
 L 들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L를 사용하였습니

다. 남은 물은 몇 L입니까?

식:                                           

답:                   L

부록 1. 분수의 덧셈·뺄셈이 적용된 수학문장제 문제해결

력 검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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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이가 
 m인 철사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m를, 주민이가 


m를 잘라 사용했습니다. 남은 철사의 길이는 몇 m입니까?

식:                                           

답: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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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have difficulties of word problem

solving and fractional arithmetic. Students who are accustomed to

deal natural number confuse many cases of dealing with fractional

number. The mathematical word problem also require complex

cognitive process to build a formula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presented in sentence which is even harder for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However, the fractional number describe the amount that cannot be

expressed in natural number and the mathematical word problem

trains students to apply the mathematical knowledge to their daily

lives. Therefore, all students need to learn both mathematical word

problem and fractional arithmetic during the process for mathematics

curriculum with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errors that low achievement students produce

when solving mathematical word problem related to fractional

arithmetic should be analyzed and identified. Identifying students'

error system represents not only student's misconceptions but also

the problem-solving system that students built. Students' cognitive

structure can be identified based on these information and should

provide corrective interventions that can effectively be adept in

solving math problems.

For this, comparing errors by low achievement students with errors

by middle and high achievement student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when planning corrective interventions for low

achievement students. The present study purpose to analyze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errors made by low achieve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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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other groups when they solve mathematical word problems

related to adding and subtracting fraction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equency of errors by low,

middle and high achievement students?

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orrelations of errors by low,

middle and high achievement students?

3. What is the feature of the subgroups divided based on errors

pattern of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

For this purpose, 258 fifth-graders in Incheon area was tested for

Test of Mathematical Word Problem Solving. According to student’s

test results, they were divided into a low achievement group(the

bottom 21%), an average group(the middle 32%), and a high

achievement group(high 19%). And then the characteristic of errors

that was made by each group were compared.

The analytic framework of error types were developed to reflect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dures and the emergence of that error

was coded according to the analytic framework. The validity of this

analytic framework was examined by two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ve experience of teaching fifth-graders.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ded and evaluated by special education researchers.

The result showed that errors of low achievement students were

different with errors of another groups. First, comparing the average

frequency of errors made by low achievement group with others

revealed that low achievement students had the absence of computing

algorithms and had much higher tendency to give up 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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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especially. Based on result,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were not proficient in solving mathematical word problem using a

fraction of the computation algorithm due to lack of confidence as

well as low motivation and effort to solve the problem to the end.

Second, the result of a correlation comparison between error types of

each group indicate that low achievement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reduction of fractions to a common denominator and

commit errors in conversion process between a mixed number and

improper fraction. The errors related with ‘absence of arithmetic

algorithm’ tend to appear at the same time. It imply that two groups'

errors appear more elaborate and consistent than errors of low

achievement group.

Lastly, low achievement students were divided into five subgroups

based on their error pattern. Among these groups, two groups

committed more errors related ‘carelessness’ and ‘absence of

arithmetic algorithm’ were the lowest in grade level among five low

achievement groups.

Key words: fractional arithmetic, word problem, error analysis, low

achievement

Student ID: 2012-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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