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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에 관한 소고1)

정 상 태 (사천동성초등학교)

연구자는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에게서, 문장제로 주

어진 10÷2.4의 문제에서 몫을 4, 나머지를 4로 기록한 사

례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흥미로운 반응으로부터 연

구자는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한 문제점에 따른 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 연구결과 많은 학생들이 소수 나눗셈

에서 나머지의 소수점 처리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의 몫과 나

머지 처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개선 방안으로, 가분수와 대분수의 특징을 살려 분수형태

로 표현된 나눗셈의 결과에서 몫과 나머지를 인식하는 방

식의 교수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세로 나눗셈 방식이 갖

는 것과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방식이 갖는 장단점을 이

용함과 동시에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I. 서론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 준

비한다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

지고 그것의 답을 찾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 질문

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

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학생의

수준에 맞는지 등일 것이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

하고 개선하게 된다.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NCTM(2000)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지도에서의 고려 점과도 많은 부분 관련된

다. 그들은 효과적인 수학 수업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

한 후 학생들이 그것을 잘 학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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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는 것은 수학의 특징 중 계통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계통성은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그 기

반 위에 다른 내용을 더 첨가함으로써 발전되고 통합

된 새로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는 것을 말하

며(강문봉 외, 2013), 특히 어떠한 개념이 교수학적 변

환 과정을 거쳐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 변환된 내용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교육과

정과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노은환

외(2015)는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계통성을 유지하여 학습 내용이 제시되더라

도, 새롭게 학습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면이 존재하게 된다. 한 예로 소수는

분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만(Walle, 2004) 소

수 연산과 분수 연산은 구분되며, 소수 연산과 자연수

연산도 역시 구분된다. 특히 수학에서는 어떠한 수와

연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고유한 특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예로 곱셈 연산은 자연수의 동수누가

에서 출발했지만, 동수누가는 자연수 덧셈 상황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2×3은 2+2+2에서 비롯

되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수가 여러 차례 더해지는 경

우보다 2+5+7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존

재하게 된다. 또한 곱셈은 ‘～의 ～배’의 의미와, 사각

형의 넓이, 조합 등 덧셈이 갖지 못한 고유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분수나 소수 등 확장된 수의 범위에서

도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정확히 해

결하는 학생들도 간단해 보이는 문항을 틀리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

생들의 기록지를 유심히 확인하게 되었다. 출제된 문

항은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것으로, ‘종수는 10달러

를 들고 빵 가게에 갔다. 빵 한 개의 가격이 2.4달러라

면, 종수는 몇 개까지 살 수 있고 그때 거스름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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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야 하는지 구하시오’였다. 연구자는 확인한 몇

몇 학생의 평가지에서 몫을 ‘빵 4개’로 구해놓고 거스

름돈을 ‘4달러’로 기록한 오류에 주목하게 되었다.

어떠한 양이 있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일임과 동시에, 제시된 문

항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크게 부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학생

들이 보인 반응과 같이, 몫은 정확하게 구했는데도 불

구하고 거스름돈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 학생이 보

이는 반응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 소

수 나눗셈의 나머지와 몫 지도에서 교수학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소수 나눗셈 문제 해결에서 나머지와

몫에 관해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 연구문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

한 지도방안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몫과 나머지의 의미

위키백과(2015)2)에서는 몫이 나눗셈의 결과를 말하

고, 나머지는 두 정수의 나눗셈 이후 온전한 정수 몫

으로 표현할 수 없이 남은 양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며

13÷5의 몫이 2이고 나머지가 3임을 예로 제시하고 있

다. 국어사전(국립국어원, 2015)은 몫을 ‘여럿으로 나누

어 가지는 각 부분’, ‘나눗셈에서 피제수를 제수로 나누

어 얻는 수’로 정의하며, 수학에서는 후자의 의미를 주

로 사용한다. 나머지는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이라는 의미와 함

께 ‘나누어 똑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는 수’라는 수학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5). 이렇듯 국어

사전적 정의에서 몫과 나머지는 일상적인 상황과 수학

2) https://ko.wikipedia.org/wiki/%EB%AA%AB,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B%A8%B8

%EC%A7%80

적인 상황 모두에 해당되는 설명을 포함하는데, 박교

식(2011)은 몫과 나머지라는 용어가 일상어에서 출발

하여 수학적 의미가 확립되었다고 말한바 있다. 이는

몫, 나머지 두 가지 용어를 조명할 때 일상어의 관점

과 수학이라는 학문적인 관점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말해 준다.

김응태·박승안(2016)은 두 정수  에 대하

여    ≤  인 두 정수  이 존재하

고 이와 같은 정수  은 유일하게 결정되며, 이 때의

 을 각각 를 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수와 피제수가 정수인 경우

에는 위의 나눗셈 정리에 의하여 몫과 나머지가 유일

하게 결정되지만 소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

  ×

…

김창수·전영배·노은환(2011)은 7.51을 2.8로 나누는

위의 상황에서 1.91, 0.23, 0.006, … 모두가 정수에서의

나머지를 결정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니라 ‘남은 양’일 뿐이며, 유한

소수에서 ‘남은 양’ 중 어떤 조건이 나머지를 결정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몫과 나머지는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데 있

어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수, 소수와

같이 수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김창수·전영배·노은

환(2011)의 의견을 고려하면, 소수의 나눗셈을 단순히

정수 나눗셈의 확장 정도로 접근하는 것은 소수 나눗

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방법일 가능성

도 있다.

2.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3)에서 다루는 몫과 나머지

가. 몫과 나머지의 개념 제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몫이라는 용어는 3학년

3)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말하며 이 연구 전반

에 걸쳐 다루는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 관련 내용들

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09개정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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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교육부, 2014a)에, 나머지라는 용어는 3학년 2학

기(교육부, 2014b)에 처음으로 제시된다. 두 용어가 시

간차를 두고 제시되는 이유는, 3학년 1학기에 학습하

는 내용은 나누어떨어지는 나눗셈 상황만을 다루고 있

고 3학년 2학기에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나눗셈 상황도

다루기 때문이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수학적 대상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가 없

다는 의견이 있는데(강문봉 외, 2013), 몫과 나머지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예시적으로 제시된다. 3학년 1학

기 교과서(교육부, 2014a)에서는 ‘8을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  라 쓰고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읽습니다. ÷  와 같은 식을

나눗셈식이라 하고 4는 8을 2로 나눈 몫이라고 합니

다.’의 내용을 통해 나눗셈에서의 몫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3학년 2학기에는 ‘19를 5로 나누면 몫은 3이고,

4가 남습니다. 이때 4를 ÷의 나머지라고 합니다.’

의 내용을 통해 나머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3학년

1학기에 제시된 ÷  의 내용 제시와 비교하여 살

펴보면, ÷  ⋯ 의 수식을 제시하고 우측에

÷  ⋯ 의 세로 나눗셈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에 몫과 나머지가 제시된 이후

6학년 2학기 교과서까지 내용 중에서는 더 이상 몫과

나머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즉,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몫과 나머지는 자연수 나눗셈 상황에

한정하여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자연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구하기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 나눗셈을 3학년 1학기, 3학

년 2학기, 4학년 1학기의 3학기에 걸쳐 다루며 세로

나눗셈 방법을 이용한 몫 구하기는 3학년 1학기에 최

초로 제시된다. 그런데 자연수 나눗셈에서 세로 나눗

셈 방법은, 이어지는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한 예로 총 11차시로 구성된 3

학년 2학기 ‘2. 나눗셈’ 단원의 경우, 7차시에 걸쳐 세

로 나눗셈 방법을 활용한 문제가 교과서(교육부,

2014b)에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나머지 4차시의

내용이 단원 도입의 스토리텔링, 검산하는 방법 익히

기, 문제해결, 놀이마당임을 고려할 때 세로 나눗셈 방

식이 교과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학년 1학기의 ‘2. 곱셈과 나눗셈’ 단원

(교육부, 2014c)도 역시 나눗셈을 주제로 다루는 모든

차시에서 세로 나눗셈 방법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3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교육부, 2014b) ÷를

세로 나눗셈 형태로 고쳐서 몫과 나머지를 각각 3과 1

로 구하고 있다. 이것을 기호로 ÷  ⋯ 로 나타

낸다. 또한 5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교육부, 2015b)

(자연수)÷(자연수)를 


로 표현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

다. 즉, 5학년 2학기에 학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

보면, ÷  


으로 고치고 


을 세로 나눗셈 형식

을 통해 몫 3과 나머지 1을 구한다. 이것을 기호로

÷  


 ⋯ 로 나타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

러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

다.

[그림 1] 자연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에 관한 도식

[Fig. 1] A diagram about quotient and remainder in

natural number division

다.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구하기

현 교육과정에서 소수 나눗셈은 5학년 2학기와 6학

년 1학기에 걸쳐 다루고 있다. 두 학기의 내용을 비교

하여,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제수의 범위

로 볼 수 있다. 5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5b)와 익힘책(교육부, 2015c)에서는 (소수)÷(자연수)

와 (자연수)÷(자연수)만 다루고 있는데, 6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5d)와 익힘책(교육부, 2015e)에

서는 (소수)÷(소수)와 (자연수)÷(소수)도 다루고 있다.

즉, 5학년 2학기에는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다루고

있는 반면 6학년 1학기에는 제수의 범위가 소수까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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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다루고 있는 5학년 2학기

에는, 나머지를 다루지 않고 몫을 구하는 내용만을 다

룬다.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 , ÷의 문제와

같이 나누어떨어지는 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

÷와 같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유형이다. 나누

어떨어지지 않는 유형에서의 특징은 나머지를 구하지

않고 반올림, 올림, 버림하여 몫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교과서에 제시된 ÷의 경

우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활동이 제시된다. 즉, 5학년 2학기에서는 나머

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몫과 나머지로 구분하지 않고

몫의 관점으로만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몫의 범위는 ÷  과 같이 소수의 범위도

포함한다. 그런데 5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 주목할만한 점은 위를 향하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을 표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몫

의 소수점 위치가 피제수의 소수점 위치와 같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세로 나눗셈에서 ↑를 이용한 몫의 소수점 위

치 표시

[Fig. 2] Location indication in quotient and remainder

with the mark ↑ in long division

한편, 제수의 범위가 소수까지 확장되는 6학년 1학

기에는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내용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  ⋯ 와 같

이 몫이 자연수이고 나머지가 소수인 유형의 문제와,

÷과 같이 제수와 피제수 모두 소수를 범위로

하는 문제가 그 예가 된다. 이렇게 제수의 범위에 소

수가 포함되는 경우,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내용이 제시된다.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

위의 [그림 2]와 같이 피제수의 소수점이 어디인지가

몫의 소수점을 결정하게 되므로 소수점이 특별히 변화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수)÷(소수)

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자연수)÷(자연수) 알고

리즘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그림 3]과 같이

제수와 피제수의 소수점을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3] 제수와 피제수의 소수점 위치 이동

[Fig. 3] The location movement in decimal point of

quotient and remainder

이는 (자연수)÷(소수)를 (자연수)÷(자연수)의 형태로

고쳐 계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자연

수)÷(소수)에서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충분히 부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연수)÷(소수)의 경우를

소수 나눗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

표 사례로 활용하였다. 즉,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자연

수)÷(소수)의 문제를 (자연수)÷(자연수)의 세로 나눗셈

의 문제로 전환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을 이

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실태를 시각화하여 나타내

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자연수)÷(소수) 나눗셈에 관한 현 실태

[Fig. 4] The actual teaching method of (natural number)

÷ (decimal)

Ⅲ. 연구 방법

1. 검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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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문항은 소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초

점으로 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먼저 (자연수)÷(자연

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항을 기반으로 (자연

수)÷(소수)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대분수로 표현된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문항을 제작하여 지도방안

모색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검사문항은 총 3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쪽에는 (자연수)÷(소수) 문제를, 2쪽

에는 (자연수)÷(자연수) 문제를, 3쪽에는 나눗셈 결과

가 분수로 표현된 등식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

제를 제시하였다. 검사문항 1은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구하기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소수점 처리에 관한 특징 파악이 초점이

되었다. 검사문항 2는 자연수에서 몫과 나머지 구하기

에 관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검사문항 3

은 나눗셈의 결과가 대분수로 표현된 경우 몫과 나머

지 구하기에 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문항 3에서 기록한 몫과 나머지의 이유에 대해

학생이 보인 반응은, 지도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한 쪽당 한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앞서 해결한 문

제의 풀이가 다음 문제의 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3쪽에서 나눗셈 결과를 통

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몫과

나머지를 제시하는 한 방법인 ⋯ 가 아니라 분수

로 결과를 제시한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소수의 나눗셈은 제수와 피제수, 그리고 결과를 고

려할 때 (자연수)÷(소수), (소수)÷(자연수), (소수)÷(소

수), (자연수)÷(자연수) 유형이 존재한다. 그런데 세로

나눗셈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일이다. 이 때 피제수에서 옮겨지는 소수점은

제수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제수가 소수인 경우만으로

도 소수점의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유형

중 제수와 피제수에 소수가 포함되는 경우는 (자연

수)÷(소수)만을 선택하여 검사문항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의도로 제작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검사 문항

[Table 1] test problem

[문제 1] 다음 문제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계산 과정을 모두 기록하세요.)

÷

[문제 2] 다음 문제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계산 과정을 모두 기록하세요.)

÷

[문제 3] 어떤 수 A와 B가 있다.
A÷B 


일 때, A÷B의 몫과 나머지를 구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기록하세요.

연구자는 검사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학

교육세미나에서 논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반응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한 후 검사문항을 투입하였다. 안내한 사

항은 주어진 검사문항이 학생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함

이라는 것과, 기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에 지우개를 사용하지 말고

5+2=10과 같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줄을 긋는 방

식을 이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S시에 위치한 T초등학교 6학

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T초등학교 6학년은 총 5

개 학급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임

의의 3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학반의 대상 전원은 2015학년도 2학기에 기초학

력향상지원 프로그램4)에 의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이들 중 기초학력 미달로 판별된 학생 5명과 특수

교육대상 학생 1명을 제외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기초학력 미달로 판별된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

생의 경우, 학습 결손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대상에 포함시

키지 않았으며 이렇게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총 75명이

다. 연구대상자는 6학년 2학기의 마지막 단원도 거의

학습을 마친 상태로, 1개월 후면 6년간의 초등학교 수

4) 기초학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에서 전 초등학교에 제공된 표준화 검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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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과정 이수가 예정된 시점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자율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투입하였으며 학생 개인의

문제풀이 속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문제풀이가 끝

난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1쪽에 제시된

문항을 해결한 후에는 그것을 제출한 후 2쪽의 문항을

해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쪽의 문항을 해결한 후에 3

쪽의 문항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렇게 수집된 자료는 총 75명의 연구대상자가 각각 3문

항씩 풀이한 기록지 225쪽 분량이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학생의 기록지를 각

문항별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반응

을 하나의 엑셀 시트에 기록하였다. 기록한 내용은 검

사문항 1～3의 몫, 나머지와 검사문항 3에서 ‘왜 그렇

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총 7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 5]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학생 반응 분석 기록지의 일부이다.

[그림 5] 학생 반응 분석 기록지의 일부

[Fig. 5] Some part of recording paper for material

analysis

또한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안하여

명료한 자료 분석을 돕고자 하였다. 그런데 소수 나눗

셈 문제를 사용한 검사문항 1의 경우, 몫과 나머지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는 몫을 41, 나머지를 0.6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몫을 41.4, 나머지를 0.04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몫과

나머지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 정답 여부를 구분하였

다. 검사문항 2의 경우 몫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되

므로, 몫과 나머지 각각에 대하여 정답 여부를 구분하

여 살펴보았으며, 검사문항 3은 몫과 나머지 각각에 대

한 정답 여부와 함께 핵심항목 추출을 통해 ‘그렇게 생

각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특히 검사문항 3에서 핵심항

목을 추출하여 분석틀에 사용한 이유는, 질문의 특징을

고려할 때 모든 반응을 예측하여 사전에 작성하는 분

석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해 제작된 분석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검사문항에 대한 학생 반응 분석틀

[Table 2] An analysis framework on the response of

the test problem

검사문항 내 용

1 ÷ 몫과 나머지를 고려한 정답 여
부 및 오답 유형 분류

2 ÷ 몫, 나머지 각각에 대한 정답 여
부 및 오답 유형 분류

3 A÷B 


몫, 나머지 각각에 대한 정답 여
부 및 오답 유형 분류

정답을 기록한 학생이 기록한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서 유사한
항목끼리 묶은 후, 그 특징을 나
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름붙
인 핵심항목

4. 연구절차

연구자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 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구상하였으며, 학생의 반응

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문항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검사 문항을 투입·회

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학생 반응 분석

가. ÷에 대한 반응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검사문항 1인 ÷의

몫과 나머지 구하기에 대한 학생의 반응이다. 연구자

는 ÷의 반응을 토대로 정답과 오답 두 가지 관

점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의 반응을 살펴보

면 몫과 나머지가 반드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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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 분

인원수(명) 비율(%)
몫 나머지

1 41 6 36 51.4

2 


기록 안함 3 4.28

3 


기록 안함 3 4.28

4 4 2 2 2.86

5 41.42 12 2 2.86

6 41.4285 기록 안함 2 2.86

7 41.5 기록 안함 2 2.86

8
기록
안함

기록 안함 2 2.86

9 0.3 6 1 1.43

10 2 24 1 1.43

11 4 


1 1.43

12 4.1 0.6 1 1.43

13 4.1 6 1 1.43

14 4.15 기록 안함 1 1.43

15 31 142 1 1.43

16 40 2 1 1.43

17 41.42 기록 안함 1 1.43

18 41.421 기록 안함 1 1.43

19 41.6 기록 안함 1 1.43

20 45 기록 안함 1 1.43

21 414 기록 안함 1 1.43

22
41.4285
07

기록 안함 1 1.43

23 


기록 안함 1 1.43

24 


기록 안함 1 1.43

25 41 312… 1 1.43

26 41 기록 안함 1 1.43

계 70 100

다. 한 예로 몫 41, 나머지 0.6으로 볼 수도 있고 몫

41.4, 나머지 0.04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점하였으며, 몫과 나머지를 구

분하지 않고 계산 결과만 기록한 경우는 오답으로 분

류하였다. 구체적으로 ÷  ⋯와 같이

몫과 나머지로 구분하여 기록하라는 문제의 의도에 부

합하지 않는 사례가 해당된다.

÷의 몫과 나머지 구하기에 대한 학생의 반응

을 살펴본 결과, 75명 중 단 5명만이 정답을 기록하였

으며, 오답자의 수는 70명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도

수와 그 비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의 정답률

[Table 3] The result of ÷

비 고 인원수(명) 비율(%)

정 답 5 6.7

오 답 70 93.3

계 75 100

연구자는 오답으로 구분된 70개의 사례를 재분류하

였으며, 학생들이 보인 반응 중 도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의 반응에 대한 세부내용

[Table 4] The detailed result of ÷

오답자의 반응 분석 결과 51.4%에 해당하는 36명이

몫 41, 나머지 6으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에 대한 반응

다음으로 살펴본 반응은 검사문항 2인 ÷에 관

한 것이며 몫과 나머지는 각각 7과 3이 된다. 연구자

는 학생의 반응을 분석틀에 의거하여 몫과 나머지의

정답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계산 결과만을 기록

한 경우는 검사문항의 의도에 맞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5]와 같다.

[표 5] ÷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정답률

[Table 5] The result of ÷

비 고 인원수(명) 비율(%)

정 답 46 61.33

오 답 29 38.67

계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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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 분 인원수

(명)
비율
(%)몫 나머지

1
내용 확인 불가, 잘 모르겠다

등의 응답
19 41.33

2 12 


11 23.93

3 38 3 2 4.36

4 12.6 2 1 2.17

5 7 3 1 2.17

6 12 0.32 1 2.17

7 38 


1 2.17

8 


1 1 2.17

9 7 3 1 2.17

10 3 38 1 2.17

11 2 3 1 2.17

12 16 2 1 2.17

13 12 8 1 2.17

14 12 B와 


1 2.17

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6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답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비율은 61.33%

에 해당된다. 연구자는 오답으로 구분된 29개의 사례

를 재분류하였으며, 학생들이 보인 반응 중 도수가 많

은 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오답 분류

[Table 6]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in ÷ quotient

and remainder

순
구 분 인원수

(명)

비율

(%)몫 나머지

1 7.6 기록 안함 19 65.52

2 


기록 안함 4 13.79

3 


기록 안함 2 6.89

4 6.8 기록 안함 1 3.45

5 3 7 1 3.45

6 7.8 기록 안함 1 3.45

7 7 기록 안함 1 3.45

계 29 100

오답으로 분류된 29명의 학생들 중 몫을 7.6으로 기

록하고 나머지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65.52%에 해당되었다. 또한 몫을




, 


로 기록한 학생이 각각 4명, 2명이었으며 그

외 4건의 사례는 수치 계산에서도 오류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다. A÷B 

에 대한 반응

검사문항 3은 A÷B 

의 식에서 A÷B의 몫

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이며, 검사문항 1, 2와는 약간

의 차이가 있는 문항이다. 이에 대한 반응을 정답과

오답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A÷B 

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정답률

[Table 7] The result of A÷B 

quotient and

remainder

비 고 인원수(명) 비율(%)

정 답 29 38.67

오 답 46 61.33

계 75 100

연구자는 오답으로 분류된 46건의 사례를 구체적으

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재분류하였으며 학생들이 보

인 반응 중 도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내면 다

음 [표 8]과 같다.

[표 8] A÷B 

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오답 분류

[Table 8]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in A÷B 


quotient and rema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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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록하지 않음 1 2.17

16 12 75 1 2.17

17 


인듯 기록하지 않음 1 2.17

계 46 100

순 내 용
인원수
(명)

비율
(%)

1



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이고 A는 38, B는

21 72.4

3이므로 세로 나눗셈을 통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

2
귀납적 접근을 통해

4÷3과 같이 쉬운 수로 해
보고, 1의 방식 이용

2 6.9

3

기타 (분수로 고친다,
가분수로 고쳤을 때의 값과

같다,
이유 설명하지 않음 등)

6 20.7

계 29 100

A÷B 

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46건의 오답

분류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경우는 내용확인이

불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19건의 응답이었다. 다음으

로 많은 반응을 보인 경우는 A÷B 

의 몫과 나

머지를 각각 12, 


으로 기록한 사례였으며, 몫과 나

머지를 각각 38과 3으로 기록한 사례는 2건이었다. 그

외의 사례는 중복되는 반응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A÷B 

에서 몫과 나머지

를 각각 12와 2로 기록한 학생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

는지에 대한 기록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기록 내

용을 분석한 이유는, 대분수 형태에서 몫과 나머지의

해석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는것을 고려할 때 몫과

나머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측과

상반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분석틀

에 따라 정답으로 분류된 29명의 사례를 유사한 항목

끼리 분류하였고, 이를 해당 항목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항목으로 나타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 [표 9]와 같다.

[표 9] A÷B 

에서 몫을 12, 나머지를 2로 기록

한 이유 분석

[Table 9] The analysis in reason of A÷B 


quotient 12, remainder 2

앞서 제시된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사문항

3에서 몫과 나머지를 각각 12와 2로 기록한 학생은 총

29명이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 분석지를 확인한 결과

29명중 21명의 기록지에서 38을 3으로 나누는 세로셈

을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다음

[그림 6]에 제시된 학생의 사례는 ÷  

임을 통

해 피제수와 제수를 확인한 후 세로 나눗셈 방식을 이

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림 6] 검사문항 3에서 세로 나눗셈을 사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한 사례

[Fig. 6] The example of problem 3, long division

quotient and remainder

또한 연구자는 세로 나눗셈 방식의 기록이 존재하

지 않는 ‘기타’로 분류된 연구대상자 중에서 임의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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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선정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몫과 나머지를 기

록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면담 결과 이들 중 1명은




에서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대답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해 내지 못하였고, 다른 1명은

÷ 가 ÷ 임을 알고 세로셈을 수행한 후에 지

우개로 지웠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반응으로부터 연

구자는 몫과 나머지를 12와 2로 기록한 학생들 역시

세로 나눗셈에 의존하였거나 수 감각 등에 의존하여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검사문항별 연계 분석

위 3개의 문항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을 토대로

연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가～다에 제시

된 내용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반

응을 살펴본 것이었다. 그런데 학생 개인을 중심으로

검사문항 1, 2, 3 각각에 대해 보이는 반응들을 연결하

여 살펴보는 것은, 한 학생이 자연수 나눗셈과 소수

나눗셈에서 보이는 반응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좋

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학생 개인을 중심으로 각 검사문항에 대해 보이는 반

응을 살펴보는 관점을 취한다. 검사문항은 1, 2, 3 순

으로 투입되었으나 해석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검사문

항 2를 기반으로 검사문항 1, 3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

보는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검사문항 2에서 몫과 나머지에 관하여 보인

주요 반응을 기준으로 검사문항 1을 연결하여 살펴보

도록 하겠다. 검사문항 2인  ÷에서는 정답자가 46

명, 오답자가 29명이었으며 검사문항 1의 정답자는 5

명, 오답자는 70명이었다. 검사문항 2의 정답자 46명중

검사문항 1에서도 정답을 기록한 학생은 불과 4명이었

으며 검사문항 2의 오답자 1명이 검사문항 1에서 정답

을 기록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검사문항 2에서 정답

으로 분류된 46명의 학생들 중 무려 42명이 검사문항

1에서는 오답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

수)÷(자연수)의 해결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학생

들 중 다수가 (자연수)÷(소수)에서 오류를 범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검사문항 2-1의 연계분석

[Fig. 7] Analysis on connection of problem 2-1

다음으로 검사문항 2와 3을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검사문항 2에서 정답자는 46명이었으며 오답

자는 29명이었다. 검사문항 2의 정답자 중 22명은 검

사문항 3에서도 정답을 기록하였으며, 검사문항 2의

오답자 중 7명도 검사문항 3에서 정답자로 분류되었다.

또한 검사문항 2의 정답자 중 24명은 검사문항 3의 오

답자로, 검사문항 2의 오답자 29명중 22명이 검사문항

3의 오답자로 분류되었다. 이는 검사문항 2의 정답자

중 다수가 검사문항 1에서 오답자로 분류된 것과는 구

분되는 특징을 지니며, 위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나타

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검사문항 2-3의 연계분석

[Fig. 8] Analysis on connection of problem 2-3

마지막으로 검사문항 1, 2, 3을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검사문항 2에서 보인 학생 개개인이 보

인 반응이 검사문항 1와 3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검사문항

2에서 오답으로 분류된 29명 중 7명이 검사문항 3에서

는 정답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다. 검사문항 2와 1

의 연계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29명중 28명

은 검사문항 1과 2 모두에서 오답으로 분류된 학생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7명이 검사문항 3에

서 정답으로 분류되었다는 것과, 검사문항 2의 정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검사문항 3에서 정답으로 분류된 것

은 괄목할만한 반응으로 생각된다. 즉, 검사문항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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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에서는 오류를 범하였지만 대분수로 표현된 결

과를 통해서는 몫과 나머지를 구분해 낼 수 있음을 보

여주며, 검사문항 1-2-3을 모두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

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검사문항 1-2-3의 연계분석

[Fig. 9] Analysis on connection of problem 1-2-3

그런데 검사문항 3에서 정답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세로나눗셈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였다는 사

실을 고려하면 소수 나눗셈 나머지 처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현 교육과정에서 (자연수)÷(소수)의 해결에

(자연수)÷(자연수)의 세로 나눗셈 형태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

도 가능하다.

2. 소수 나눗셈에 대한 지도 방안 모색

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몫과 나머지 조명

수학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어떠한

현상도 있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곤 한다. 한

예로 5학년 1학기 3. 약분과 통분 단원(교육부, 2015a)

에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에서는 다음 [그림

10]과 같이 직사각형 모델, 원 모델을 모두 제시한다.

[그림 10]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활동

[Fig. 10] The activity of fraction compare

이러한 내용 제시 방식은 ‘변수를 포함한 개념은 비

본질적인 변수를 가능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디에네스(Dienes)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강옥기 외, 2012)와도 일맥상통하며 하

나의 개념이라도 여러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몫과 나머지

를 조명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관점의 조명이, 학생의

개념 습득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몫과 나머지에 관한 여러 관점은 강문봉 외(1999)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

법으로 버림, 그대로 둠, 올림 등이 있으며 분수나 소

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김창수·전영배·노은환(2011)은 나눗셈에서

무엇을 몫으로 하고 나머지로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

는 몫과 나머지 두 가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

이나 사실 곱셈과 덧셈의 성질에 의해 나머지가 결정

되면 몫이 결정되고, 몫이 결정되면 나머지가 결정되

므로 몫 혹은 나머지 하나의 결정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몫과 나머지의 결정은 몫

과 나머지 중에 무엇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선

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몫이 결정되

면 나머지가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몫을 자연수 범위로 단순하게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 특히 나머지 처리 방식이 몫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면 나머지를 우선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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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0] 나머지 처리 방법이 몫에 미치는 영향

[Table 10] The effect of remainder handling method in
quotient

나머지
처리 방식

몫에 미치는
영향

비 고

버림 몫에 영향 없음 ·

그대로 둠 몫에 영향 없음 ·

올림 몫에 영향 있음

올림하는 자리의
한 단계 위
자리에서,

자리값만큼 수
증가

분수나
소수 표현

몫에 영향 없음 ·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의 수식을 이용하여

나머지 처리 방법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자. 만약 ‘10달러가 있다. 2.4달러짜리 빵을

산다면 몇 개 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시된다면, 4

개의 빵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 된다. 즉, 이

상황은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다음

으로 ‘10리터의 물을 2.4리터짜리 물통에 담는다면, 통

은 몇 개 필요한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 상황에서

는 5개의 물통이 필요하게 되며, ‘올림’의 관점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대로 둠’ 상황은

‘10달러가 있다. 2.4달러짜리 빵을 산다면 몇 개 살 수

있고, 거스름돈은 얼마 남는가?’의 문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분수나 소수 표현’은 ‘10m 거리를 2.4m/s의

속력으로 달린다면 몇 초만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통

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의 수식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상황이 몫과 나머지에 필연적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즉, 제시된 상황이 나머지를 결정짓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단지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몫과 나머지를 조명

해 보게 하는 것은 학생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

은 기회의 제공이 될 것이다.

나.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구하기 : 분수 형

태

초등학교에서는 





, 


 


과 같이 가

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을

학습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대분수를 그다지 많이 활용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는 왜 이와 같은

학습이 필요한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

문제를 예를 들어 살펴 보자. ÷를 가분수로 나타

내면 


가 되고, 이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가 된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  


 


가 된다. 반면 



에서 3은 몫, 1은 나머지, 2는 제수가 된다. 즉, 


이

라는 대분수는 어떤 수 에 대하여 ÷  ⋯ 

⇔ ×의 식이 성립함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가분수와 대분수는 서로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

로 고쳐 살펴보는 것은 두 관점을 모두 다룰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로 나눗셈 기반의 방식과 분수 방식을 비교하

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의 문제를 살펴

보자. 먼저 이 문제를 세로 나눗셈 방식을 이용하여

다루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세로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몫은

이동한 소수점의 위치를 따르고 나머지는 피제수의 원

래 소수점 자리를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나머

지 처리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몫과

나머지의 소수점 위치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그런데 ÷를 세로 나눗셈을 이용하는 경우

몫 4, 나머지 0.4 뿐만 아니라 몫 4.1, 나머지 0.16 …

등이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세로 나눗셈

을 이용하는 경우 ‘나눗셈 정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자

연스럽게 알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분수 방식을 이용하여 살펴보

자. 이를 이용하면 ÷ 


로 쓸 수 있다. 계산

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를 


로 고치고, 이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가 되는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대분수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다. 즉, 나

눗셈을 대분수로 표현하는 경우 몫, 나머지, 제수의 정

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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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제수인 2.4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과정을 모두 연결하여 표현하면

÷ 





 


 


가5)되고, 



를 통해 나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알고 있

는 분수꼴로 변환한 후 분수의 의미를 따지고, 그 다

음으로 처음에 제시된 분수의 의미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세로 나눗셈 방식을 이용하였을 때의 단점으

로 지적된 몫과 나머지에서의 소수점 이동 문제에 대

한 근거를 ‘제수 2.4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분수 형태로 표현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세로 나눗셈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러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구하기

[Fig. 11] Finding quotient and remainder in division of

decimal fraction

반면 분수를 통해 몫과 나머지를 인식하는 방식

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몫과

나머지가 하나로 결정된다. ÷ 





에서

5) 


에서   × 이고,

따라서 







×


×



××





×



×



 


 



가 된다. 이와 같이 제수와 나머지의 조정이 가능하게 한

다.




는 자연수 범위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대분수 표

현을 갖게 된다. 즉, 


 


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표현된 


는 원래 수식의 제수인 가 되

도록 


로 분모 분자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

고 나머지 역시 하나로 결정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방식은 ‘나눗셈 정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쉽게 인식하

기 어렵다는 한계 역시도 존재한다.

3. 논의

소수 나눗셈에서 소수점을 처리하는 것은 까다

로운 문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소수점을 옮겨

자연수의 세로 나눗셈과 유사한 방식으로 몫과 나머지

를 구하는 경우 정확한 소수점 위치를 잡는 것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개정교육과정

에서의 내용 제시는 2007개정교육과정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바로 앞서 지적한 소수점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12]는

2007개정교육과정 6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교육부,

2011)에 제시된 몫과 나머지의 소수점 처리와 관

련된 내용이다.

[그림 12] 몫과 나머지의 소수점이 달라지는 사례 (교

육부, 2011)

[Fig. 12] The case of changing decimal point in

quotient and remainder (Ministry of Education, 2011)

문제는 위 [그림 12]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몫은 이동한 소수점 위치를 따르고 나머지는 이

동하기 전의 소수점 위치를 따른다는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설명은 알고

리즘으로 약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정 상 태206

어렵다.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위 [그림

12]와 같이 (소수)÷(소수)의 계산에서 몫과 나머지

의 소수점 위치가 변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지 않

고 있는데, 이는 몫과 나머지의 소수점이 달라지

는 사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나눗셈 정리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에서 몫과 나머지를 각각 4, 0.4로

간주하는 것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6학년 1학기 지도

서(교육부, 2015f)에서는 소수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

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

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다룰 때 지녔던 몫과 나머지

의 의미를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가끔

생기는데 그것은 위의 활동에서 보듯이 몫이 자연

수에 한정될 때이다’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역

시 암묵적으로 나눗셈 정리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분수 방식

의 접근이 상당한 가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 □⋯△라고 했을 때

×□△에서 □를 자연수로 한정하더라

도 □와 △를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을 다음

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 에서

□=1 인 경우 △=7.6

□=2 인 경우 △=5.2

□=3 인 경우 △=2.8

□=4 인 경우 △=2.8

□=5 인 경우 △=-2

⋮

사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

쳐 나타내는 내용은 3학년 2학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

용이므로 ÷  


에서 


을 


로 표현하는 것

은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를 대분

수 


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세로 나눗셈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정리하여 보면,

÷  


 


 ⋯ 의 연결을 통해 몫과 나머

지를 구하는 방법은, 5학년 1학기까지 학습한 내

용만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구성을 고려할 때 세로

나눗셈 방식뿐만 아니라 분수를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

를 구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며, 이것이

분수 방식 표현의 핵심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학적

지식을 교수학적 변환을 통해 지도하는 초등학생의 경

우를 감안한다면, 나눗셈 정리를 강조한 세로 나눗셈

방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어떠

한 내용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 어

려움을 피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소수 나눗셈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도 한 발 물러서서 현상을 냉정하게 관찰함과 동

시에 학생의 선행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활

동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해

보면, 현재 사용하는 세로 나눗셈 방식뿐만 아니

라 관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에 따른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수가 갖는 장

점을 활용하고자 하며,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나타

내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자연수)÷(소수) 나눗셈 학습의 개선 방안 제안

[Fig. 13] The proposal in advancement of learning

(natural number)÷(decimal fraction)

위 [그림 13]의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현재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로 나눗셈 기반의 방식

이고 굵은 화살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다각화는 사고의 확장과 각 방식

의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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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 학생이 보이는

반응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 소수

나눗셈의 나머지와 몫 지도에서 교수학적 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수

나눗셈 문제 해결에서 나머지와 몫에 관해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소수 나눗셈 문제 해결에서 학생들이 보인 반

응을 살펴본 결과 몫과 나머지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검사문항 1인

58÷1.4의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는, 몫과 나머지를 각각

41과 0.6으로 기록한 학생은 단 6.7%(5명)에 불과했으

며 무려 연구대상자의 48%(36명)가 몫 41, 나머지 6으

로 기록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연수의

나눗셈인 38÷5(검사문항 2)는 61.3%(46명)의 학생들이

몫과 나머지를 7과 3으로 올바르게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문제에서 보이는 현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자연수 나눗

셈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소수 나눗셈

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둘째, 검사문항 1의 정답률 6.7%를 고려

할 때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데 또

다른 관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둘째와 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검사문항 3의 결

과와 관련된다. 검사문항 3은 A÷B 

에서 몫

과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문항이었는데

38.67%(29명)의 학생들이 


에서 몫이 12이고 나머

지가 2임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으로

부터 ÷의 세로 나눗셈을 수행하여 몫과 나머지

를 구한 것으로 볼 때, 가분수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

용할 수 있으나 대분수가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활

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의 대분수

에서 ÷ ⋯  ⇔ ×의 정보가 성

립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몫과 나머지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제

시된 내용을 살펴보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지도서

(교육부, 2015f)에서는 3.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 제시된

단원 배경지식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는 수학적으로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심지어 ‘몫을

자연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도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진술이 과연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몫과 나머

지를 구분하여 학습하는 활동은 초등학교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몫마저도 자연수에

한정하여 나타내는 것만을 학습한다면 지나치게 좁은

범위만을 다룬다는 문제는 여전히 피해가기 어렵다.

더불어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6학년 1학기 지도서(교

육부, 2015f)의 이어지는 내용도 주목해 볼 만하다.

몫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 나머지를 구하

는 상황은 매우 작위적(作爲的)이다. 예를 들

어 ÷  ⋯인데 이 경우에 다

음과 같은 몫과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   ⋯ 

÷  ⋯ 

÷  ⋯ 

÷  ⋯ 

그런데 과연 몫과 나머지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

하는가? 다음의 문제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문제는

‘어떤 차가 13.7km 가는데 2.14L의 기름이 필요하다.

1L로는 얼마의 거리를 갈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답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약 5km 갈 수 있다 (나머지는 1.65km 이다.)

약 5.6km 갈 수 있다 (나머지는 0.204km 이다.)

약 5.68km 갈 수 있다 (나머지는 0.0112km 이

다.)

약 5.684km 갈 수 있다 (나머지는 0.00156km

이다.)

약 5.6846km 갈 수 있다 (나머지는

0.000114km 이다.)

현재 교과서의 내용을 따른다면 정수 부분까지

만 몫을 다루어 답을 5…1.65로 제시하게 된다. 그러



정 상 태208

나 실생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거리·속력·액체 등의

양을 따질 때에는 소수점 이하도 종종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자동차에 표시된 연비는

13.6km/L와 같이 소수 첫째자리까지 다루고 있으며 달

리는 거리가 길다면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가 되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나눗셈의 결과를 다루는

데 있어 몫을 자연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

정하여 내용을 제시하는 것의 의도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박교식·권석일(2012)

이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와 관련한 교과서

의 교수학적 의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과도 일맥 상통한다.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소재는 학생에

게 익숙하고 쉬운 것일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부

담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소수의 나눗셈 지도에서 정수에서 학습한 세로 나

눗셈을 소재로 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재를 활용하더라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 실태를 고려한다면 나눗셈 결

과를 분수 형태로 나타내고 그것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의 사용을 통해, 기존의 방식이 갖는 한계

를 보완하면서 지도 방법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형성된 지식을 그대로 이용

하므로 학생들의 인지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Ashlock(2010)은 학생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계산절

차는, 학생들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적절하

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도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한 Reys 외(2009)는 나머지가 있는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항상 나누어떨어지는 나눗셈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한다면 세

로 나눗셈 형태와, 나머지보다는 몫에 치우친 현재의

내용 제시 방법이 갖는 한계는 개선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수 형태를 이용하는 방안이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에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도방법을 구

안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연수는 초등학생도 비교적 다루기 쉬운 수이며, 자

연수 연산을 후속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수의 나눗셈이 자연수

연산과는 다른 특징이 있고, 이미 가분수와 대분수의

조작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분수를 소재로 몫과 나머지

를 다루는 것은 기존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수의 나눗셈은 초등학교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

을 고려할 때, 정수와 분수의 나눗셈을 모두 학습한

후에 제시된다. 이는 나눗셈이라는 소재의 관점에서

보면 수의 확장만 이루어졌을 뿐, 여러 차례 학습하여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이대현(2011)은 ‘소수의 계산은 분수의 계산보다

훨씬 더 쉽고, 근본적으로 자연수의 계산과 똑같은 계

산 규칙에 따른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용률(2010)은

‘소수의 나눗셈에 대한 계산 방법을 정수의 나눗셈의

계산방법에서 유추하여 정립하게 한다’고 말한 바 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수의 나눗셈에

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교과서의 내

용이 소수의 나눗셈이 세로 나눗셈에 많은 부분 의존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을 돕기 위한 방안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소수 나눗셈에서

의 몫과 나머지를 분수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계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분수 해

석을 의미 있게 활용한 특징을 지닌다. 더불어 이 연

구는 특정한 방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

식에서 장점을 찾아 적절히 활용하는 교육의 지향점과

도 일치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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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Quotient and Remainder in Division of Dec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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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 problem situation, we could find that curious upper and middle level students’ 
solution. They solved ÷ and wrote the result as quotient 4, remainder 4. In this curious response, 
we researched how students realize quotient and remainder in division of decimal. As a result, many 
students make errors in division of decimal especially in remainder. From these response, we constructed 
fraction based teaching method about division of decimal. This method provides new aspects about 
quotient and remainder in division of decimal, so we can compare each aspects’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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