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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에서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 정당화하기*

박 중 규 (이리마한초등학교 교사)

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성 창 근 (영천초등학교 교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수 나눗셈의 정의를 확장하여 분

수 나눗셈에 적용함으로써 초등학교 수학에서 분수 나눗

셈의 알고리즘을 정당화하는데 있다. 먼저 초등학교 수학

에서 분수 나눗셈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준거들을 도

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

고리즘을 유도하는 기존의 방식들이 분수 나눗셈 도입 과

정에 적절한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분수 나눗셈을 정의하

였으며, 단위원 분할 모델과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통하여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함으로써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의 분

수 나눗셈에서 표준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였다.

I. 서론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수를

학습한 후에 분수를 배우며, 나눗셈 또한 자연수에서

먼저 도입한 후에 분수에서 도입하게 된다. 학생들이

자연수에서 뿐만 아니라 분수에서 이루어지는 나눗셈

의 의미를 알고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면, 자연

수에서 이루어지는 나눗셈의 의미 그대로가 분수로 연

결될 때 분수의 나눗셈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눗셈이 처음 도입되는 시기에 교사들은 나눗셈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가르친다.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등분제 상황이며, 둘째

는 포함제 상황이다. 등분제 상황은 전체의 수와 분배

할 묶음의 수를 알고 한 묶음의 크기를 구하는 나눗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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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포함제 상황은 전체의 수와 한 묶음의 크기를

알고 묶음의 수를 구하는 나눗셈이다(교육부, 2018a).

자연수에서 이루어지는 나눗셈의 두 상황은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

이 사과를 3개씩 가지고 있다면 4명이 가지고 있는 사

과는 모두 12개이다.’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3×4=12’

이다. 이 곱셈식은 “곱해지는 수를 구하는 나눗셈식”

‘12÷4=3’과 “곱하는 수를 구하는 나눗셈식” ‘12÷3=4’로

만들 수 있다(교육부, 2018a, p.203). 곱해지는 수를 구

하는 나눗셈식 ‘12÷4=3’은 ‘사과 12개가 있습니다. 사과

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한 명이 몇 개씩 가

지게 됩니까?’라는 등분제 상황의 나눗셈식이며, 곱하

는 수를 구하는 나눗셈식 ‘12÷3=4’는 ‘사과 12개가 있

습니다. 한 명에게 3개씩 나누어 준다면 몇 명에게 나

누어 줄 수 있습니까?’라는 포함제 상황의 나눗셈식이

다. 이처럼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통해 나눗셈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교과서에서

는 자연수 나눗셈에서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8a). 그러나 나눗셈의 몫으

로서의 분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1÷4”(교육부,

2015a, p.88)와 같은 자연수 나눗셈을 등분제나 포함제

상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제수가 분수인 나눗

셈에서는 포함제 상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등분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수의 역수를 곱한다

는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박교식, 2014)은 동분

모 분수의 나눗셈으로 유도하여 표준 알고리즘을 이끌

어낼 뿐 포함제 상황으로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2015b).

분수 나눗셈을 표준 알고리즘으로 형식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자연수 나눗셈

의 정의 그대로 분수 나눗셈에 적용하지 않고 분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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눗셈을 자연수 나눗셈으로 변환하거나(신준식, 2013;

Baroody & Coslick, 1998; Van de Walle, 2004), 자연

수 나눗셈의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분수 나눗셈을 전

개하고 있다(강흥규, 2014; 김용석, 2015; 박만구, 2002;

신준식, 2013; 임재훈, 2007; 임재훈, 2016; 임재훈·김수

미·박교식, 2005; Ma, 1999; Siebert, 2002; Sinicrope,

Mick, & Kolb, 2002; Tirosh, 2000; Van de Walle,

2004).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연수 나눗셈이든 분수

나눗셈이든 같은 나눗셈의 범주에 있으면서 각각의 나

눗셈의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자연수 나눗

셈을 하는 방법 그대로 분수 나눗셈에 적용할 수는 없

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수 나눗셈의 등분제와 포함제

의 의미를 재음미함으로써 이를 분수 나눗셈에도 일관

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의로 확장하고, 이러한 정의가

분수 나눗셈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각

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

정당화 과정을 제시한다.

Ⅱ.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 정당화를

위한 접근들

1. 연구 방법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 정당화 방식들을 알아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

용한 교과서(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교육부,

2018b) 내용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에서 “분수 나눗셈”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81편의 국내학술지 논문들 중에서 분수 나눗셈

의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9편의 논문들

(강흥규, 2014; 박교식, 2014; 박만구, 2002; 신준식,

2013; 임재훈, 2007; 임재훈, 2016; 임재훈 외, 2005; 전

평국·박혜경, 2003; 조용진·홍갑주, 2013)과 그 논문들

의 참고문헌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각 연구들에서 분

수 나눗셈 알고리즘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고찰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2절에서 다룰 분수 나눗셈을 정

당화하는 11가지 접근 방식들을 찾을 수 있었다.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정당화하고 있는 많은

접근들의 적절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수 나눗셈을 도

입할 때 고려해야할 점을 알아본다.

2. 분수 나눗셈의 도입 시 고려할 준거들

연구자들은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가운

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 체계에 맞

는 알고리즘 정당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음 4가

지 준거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표준 알고리즘 도출의 직접성이다. 이것은 표

준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피제수

에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결과가 곧바로 드러나야 함

을 의미한다.

둘째, 제수의 역수에 대한 유의미성이다. 분수 나눗

셈 도입 과정에서 제수의 역수에 대한 의미가 드러나

도록 해야 한다.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제수의 역수’에 대한 의미이다(임재훈

외, 2005; 교육부, 2015c). 이러한 의미는 생활 주변에

서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공하여 지도해야 하

며, 제수의 역수에 대한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을 통하

여 형식화되어야 한다(교육부, 2018a).

셋째, 초등교육과정 내용의 적합성이다.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분수

나눗셈을 도입하여야 한다. 분수 나눗셈의 도입은 초

등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번분수나, 동분모

분수가 아닌 상황에서 분자는 분자끼리 나누고 분모는

분모끼리 나누는 방법 등을 통해서가 아닌, 자연수의

나눗셈, 분수와 분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분수 나눗셈 전개의 체계성이다. 분수 나눗셈

의 도입 과정에서 ‘피제수와 제수에 똑같은 분수를 곱

해도 몫은 불변이다’와 같은 분수 나눗셈의 성질을 적

용하는 것은 내용 체계상 맞지 않다. 분수 나눗셈을

도입하고자 할 때 분수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

은 이미 분수 나눗셈의 성질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수 나눗셈을 도입하게 되어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되어버린다.

또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

수에서 성립하는 두 연산의 관계를 분수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분수 나눗셈의 도입에서 이러한 관계를 적용한

전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수에서 두 연산의 관

계를 알아보는 것은 나눗셈을 학습한 이후에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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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2018b).

3.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 도출 방식들의 적절성

고찰

분수 나눗셈 도입 시 고려할 4가지 준거를 분석틀

로 사용하여 표준 알고리즘을 도출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들이 적절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피제수의 단위비율을 이용한 접근 방식이다

(박만구, 2002; 임재훈 외, 2005; Siebert, 2002). 이 방

식은 ‘1÷(어떤 수)’ 형태의 나눗셈을 이해한 후, 1에 대

한 피제수의 비례적 사고를 통해 알고리즘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임재훈 외, 2005). 예를 들어,

(마법 주스 문제) 마법 주스 

L가 있습니다. 마법 주스

를 작은 병 하나에 

L씩 담는다면 작은 병으로 몇 병이

될까요?(교육부, 2015b, p. 52)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눗셈 ‘

(L)÷


(L)’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L 안에 

L가 


번 들어있다는

것과, 

=1×


이므로 


÷

은 1÷


의 

배가 됨

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식을 이용하여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


=(1÷


)×


=


×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제수)÷(제수)가 (제수의 역

수)×(피제수)가 되어, (피제수)×(제수의 역수)라는 표준

알고리즘으로 직접 이끌지 못하고 있다(임재훈 외,

2005).

둘째, 동분모를 이용한 접근 방식이다(교육부,

2015b; 임재훈 외, 2005; 전평국 외, 2003; Baroody &

Coslick, 1998; Ma, 1999; Sinicrope et al., 2002). 이러

한 방식은 분수 나눗셈에서 피제수와 제수의 분모를

통분함으로써 자연수 나눗셈으로 변환시켜 역수의 곱

이 되는 알고리즘에 이르게 한다. 다음은 나눗셈 

÷




를 하는 과정이다.




÷


=×

×
÷×

×
=(3×7)÷(2×4)

=×

×
=×

×
=


×



위의 계산 방법은 피제수와 제수를 동분모분수로

만든 후, ×
×

÷×
×

의 계산 값과 (3×7)÷(2×4)의 계

산 값이 같음을 이용하여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유도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이러한 방식은 통분 과정에서 제수의 분모를 피제

수에 곱하는 이유가 드러나지만, 제수의 역수 

을 곱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임재훈

외, 2005). 즉, 동분모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 7을 곱

하는 이유가 드러나지만, 

에 

을 곱하는 상황은 계

산의 절차적인 과정에서 나타날 뿐 

을 곱하는 이유

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카테시안 곱의 역을 이용한 접근 방식이다(임

재훈, 2007; Sinicrope et al., 2002). 카테시안 곱의 역

상황은 바로 나눗셈 상황이 된다.

Sinicrope et al.(2002)는 카테시안 곱의 역으로 분수

나눗셈을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넓이가 

㎡이고

세로의 길이가 

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구

하기 위해, 우선 넓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세로를 4등

분하여 

을 잡고, 한 칸의 넓이를 


로 하기 위해

가로를 5등분한다([그림 1]의 1, 2단계). 그 다음 넓이




=

×6이므로, 넓이가 각각 


인 6칸을 가로의 



에 표시할 수 있다(3 단계).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m)가 된다. 이러한 과정의 알고리즘은 분자는 분자끼

리 분모는 분모끼리 나누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제수의 역수 

를 곱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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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

÷ 

÷  , 
÷





세로의 길

이는 

이

다.

한 칸이 


이고, 20÷4=5

이므로, 가로

는 5등분한

다.



 인 칸 6

개는 3개

씩 2줄이

된다.

[그림 1] 분수 나눗셈의 이해(Sinicrope et al., 2002,

p. 160)

[Fig. 1] Interpretation of fraction division(Sinicrope et

al., 2002, p. 160)

나눗셈 상황이 등분제 상황과 포함제 상황의 두 상

황 밖에 없다(교육부, 2018a)는 것과 관련하여 카테시

안 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카테시안 곱은 동수누가나 배와는 구분되는 상황으

로 양과 양의 곱 또는 차원과 차원의 곱의 상황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수 나눗셈의 등분제나

포함제 어느 상황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위에서 예를 든 넓이와 가로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다면, 이는 곧 자연수 나눗셈의

등분제나 포함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등분제 상황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포함제 상황

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넓이의 단위가 무엇

인지를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가 4cm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12㎠인 것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3cm, 4cm이

기 때문이 아니라, 가로의 길이가 1cm, 세로의 길이가

1cm인 넓이 1㎠의 12배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

이가 12㎠인 것이다.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 3cm는 넓

이의 단위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1cm의 3배로 인식

해야 하며, 세로의 길이 또한 1cm의 4배로 인식해야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곱셈식 3cm×4cm=12㎠

는 3×4(1cm×1cm) =12(㎠)로 보아야 하며, 이 곱셈식

으로부터 도출되는 나눗셈식은 양의 연산이 아닌 수의

연산으로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Ⅲ장에서 다

룰 쌓기나무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상황으

로 접근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넷째, 분수의 곱셈으로부터 유추하는 접근 방식이다

(신준식, 2013; 임재훈 외, 2005; Ma, 1999). 이러한 접

근 방식은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

자끼리 곱하기 때문에 나눗셈에서도 분모끼리 나누고,

분자끼리 나누면 된다고 유추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


=××

××
÷



=××÷

××÷
=×

×
=


×



이 되어,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결과가 되지만, 이러한

방식이 제수의 역수 그 자체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는

못한다(임재훈 외, 2005).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다루고 있지 않다.

다섯째, 나눗셈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접근 방식

이다(전평국 외, 2003; Baroody & Coslick, 1998;

Sinicrope et al., 2002; Tirosh, 2000). 이러한 접근 방

식은 6÷2=

이라는 점을 이용하여(Baroody & Coslick,

1998) 피제수를 분자로 하고, 제수를 분모로 하여 분수

나눗셈을 하나의 분수(번분수)로 생각하여 분모를 1로

만드는 방식이다(전평국 외, 2003).




÷


=









=




× 






× 



=




× 



=


×



번분수로 표현되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루고 있지 않으며(박교식, 2014), 여러 가지 절차적 지

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전평국 외, 2003) 이러한 방

식을 표준 알고리즘을 이끌어내는데 사용하기에는 부

적절하게 보인다.

여섯째, 측정접근법이다(임재훈, 2016). 임재훈(2016)

은 측정접근법을 “포함제 A÷B는 A가 B의 몇 배인지

를 구하는 것인데, A가 B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기본

적인 방법은 B를 단위로 하여 A를 측정하는 것(p.

528)”이라고 하였다. 나눗셈 

m÷

m를 예로 들어보

자. 제수 

m를 나타내는 가상 단위 1u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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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u라 할 때, 1m=


u가 된다. 그리고 m 공간의

측도를 u 공간의 측도로 바꾸기 위해서, m로 측정한

값에 제수의 역수인 

을 곱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m)÷


(m)=(


×


)(u)÷(


×


)(u)

=(


×


)(u)÷1(u)=


×



과 같이 되므로([그림 2]), 제수의 역수 곱하기 알고리

즘을 얻고 있다.

[그림 2] 길이(m) 공간과 길이(u) 공간(임재훈,

2016, p.530)

[Fig. 2] Length(m) space and length(u) space(Lim,

J. H., 2016, p.530)

이러한 방식은 치환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초등학

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나고 있다.

일곱째, 제수를 1로 만드는 접근 방식이다(신준식,

2013; 임재훈 외, 2005; Ma, 1999). Ma(1999)는 나눗셈

식의 피제수와 제수를 같은 수로 곱하면 몫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수에 

를 곱하면 제수

가 1이 되어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분수 나누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


)÷(


×


)=(


×


)÷1

=


×


=



이러한 방식은 제수를 1로 만들기 위해 자연수에서

학습한 나눗셈의 성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나

눗셈의 성질이 분수에서도 성립함을 가정한 전개 방식

이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분수 나

눗셈의 성질을 이용하여 분수 나눗셈을 해결하지도 않

고 있다.

여덟째,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이용한 접근 방식

이다(박만구, 2002; 임재훈 외, 2005; Tirosh, 2000;

Sinicrope et al., 2002).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를 들어,

마법 주스 문제를 “마법 주스 

L의 몇 배가 


L가

됩니까?”와 같이 변형하여 곱셈으로 나타낸 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을 이

끌어내는 방식이다. 변형된 마법 주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나눗셈은 

÷

이다. 또한 곱셈식으로 나타

내면, 

×□=


이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

□×

=

×

, □×(


×

)=

×

, □=


×

이다.

따라서 계산 결과를 나눗셈과 비교하면 

÷

=

×




가 된다.

이 과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표준 알고리즘

을 이끌어내기는 하지만, 분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

지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두

연산의 관계를 분수에서도 적용하는 것은 분수 나눗셈

전개의 체계상 적절치 않다.

아홉째, 제수를 줄이고 늘이는 과정을 통한 접근 방

식이다(Siebert, 2002; Van de Walle, 2004).

예를 들어, “미경이가 산책을 나가 

시간 동안 



km를 걸었다. 미경이가 계속 같은 속력으로 걷는다면,

1시간에 몇 km를 걸을 수 있겠는가?(Van de Walle,

2004, p.338)”라는 문제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눗셈은 


÷

이다. 이러한 접근 방

식으로 분수 나눗셈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

수 

을 


로 줄이고 


을 1로 늘이는 과정을 통해

한 단위에 해당하는 크기를 구하고 있다. 즉, 

에 해

당하는 크기가 


이므로 


에 해당하는 크기는 


×




이고, 1에 해당하는 크기는 (


×

)×4가 된다. 따

라서 제수를 줄이고 늘이는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피제수 값을 구함으로써 피제수에 제수의 역수를 곱하

는 표준 알고리즘을 이끌어내고 있다(Siebe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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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제수가 줄어들면 이에 해당하는 피

제수도 비례하여 줄어들고, 제수가 늘어나면 이에 해

당하는 피제수도 비례하여 늘어나는 나눗셈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


×


)÷(


×


)=(


×


)÷



={(


×


)×4}÷(


×4)

=(


×


)×4=


×(


×4)=


×



결국 이러한 방식은 분수 나눗셈의 성질을 비형식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열째, 단위화 드러내기를 통한 접근 방식이다(김용

석, 2015).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를 들어, “원래 종이

크기의 

배를 하니 


가 되었을 때 원래 종이 크기

는 얼마인지(김용석, 2015, p. 63)”에 대한 상황을 등분

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제수를 단위화하여 분할과

반복의 방법을 사용한다.

김용석(2015)은 피제수 

를 


×1로 표현함으로

써 단위화 드러내기를 한 후, 

를 1묶음으로 보고,

이것을 3등분으로 분할 조작한 것의 1개를 4번 반복

조작하면 

의 

로 재편되는 과정을 통해 직관적으

로 표준 알고리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1×


(분할)÷


=(


×


)×1÷



=(


×


)×1×4=


×



이러한 방식은 단위화하는 과정에서 단위로 쓰인 1

이 각기 다른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 원래와 다른 단위

들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복잡함이 있으며, 제수를 줄

이고 늘이는 방식과 같이 분수 나눗셈의 성질을 비형

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열한째, 동형접근법이다(임재훈, 2016). 동형접근법

은 예를 들어, 2개를 3배할 때, 2개를 3배하지 않고 2

개 각각을 3배하는 것에 착안하여, 2개를 두 부분으로

생각하고, 각각을 3배하여 한 부분에 3개씩 두 부분으

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제수와 피제수가 구조적 동형

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포함제 

(m)÷


(m)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를 몇 배하면 


이 되는지 알기 위해, 


가 



이 될 때 1은 얼마가 되는지 앎으로써 나눗셈의 알고

리즘에 도달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가 


이 될 때, 

m는 


÷4=


(m)이 되고, 1m는 (



÷4)×3=

÷4×3=


×

(m)가 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응 관계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나눗셈의 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수를 줄이고 늘

이는 과정을 통한 접근 방식과 같이 나눗셈의 성질을

비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분수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을

이끌어내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분수 나눗셈을 도입할

때 고려할 준거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접근 방식은 찾

아볼 수 없었다.

구분
알고리즘

도출의 직접성
제수 역수의
의미성

교육과정
적합성

분수 나눗셈의
체계성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⑥ ○ ○ × ○

⑦ ○ ○ × ×

⑧ ○ ○ ○ ×

⑨ ○ ○ ○ ×

⑩ ○ ○ ○ ×

⑪ ○ ○ ○ ×

[표 1]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 접근 방식들의 한계점

[Table 1] The limitations of approach-methods for

the fraction division algorithm

(① 피제수의 단위비율을 이용한 접근 방식, ② 동분모를

이용한 접근 방식, ③ 카테시안 곱의 역을 이용한 접근 방

식, ④ 분수의 곱셈으로부터 유추하는 접근 방식, ⑤ 나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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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접근 방식, ⑥ 측정접근법,

⑦ 제수를 1로 만드는 접근 방식, ⑧ 나눗셈과 곱셈의 관

계를 이용한 접근 방식, ⑨ 제수를 줄이고 늘이는 과정을

통한 접근 방식, ⑩ 단위화 드러내기를 통한 접근 방식,

⑪ 동형접근법)

Ⅲ. 나눗셈

1. 나눗셈식의 계산 방법과 상황적 접근의 관계

나눗셈식에는 피제수, 제수, 그리고 나눈다는 기호

(÷)가 있다. 나눗셈을 한다는 것은 피제수를 똑같이 제

수로 나누면, 피제수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것

이다. 이 때 제수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피제수

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방법과 피제수를 제수

의 각 단위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제수의 한 단위로

나누어지는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방법은 문제에 나와 있

는 수인 제수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고, 둘째 방법은

피제수를 제수만큼의 각 단위로 똑같이 나누었으므로

제수 각각의 단위로 나누어지는 크기를 구하는 대신

제수의 한 단위로 나누어지는 크기만을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4의 나눗셈을 해 보자. 먼저, 12가 제

수 자체인 4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자. 12=4+4+4=4×3이

므로, 12는 4의 3배이다. 따라서 피제수를 제수 4가 포

함된 곱셈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이를 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12÷4=(4×3)÷4=3

다음으로 피제수를 제수의 각 단위로 똑같이 나누

었을 때 제수의 한 단위로 나누어지는 크기를 알아보

자. 피제수 12=4+4+4이므로 4를 제수 4로 각각 1씩 나

누는 것을 3번 반복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제수의 한 단위로 나누어지는 크기를 구할 수 있

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2÷4=(4÷4)+(4÷4)+(4÷4)=1+1+1=3

이와 관련하여 강흥규(2014)는 사과 4개를 단위로

하여 사과 12개를 측정하는 상황에서 사과 1개를 1차

단위, 사과 4개를 2차 단위라고 하였다. 즉, 제수의 한

단위를 1차 단위, 제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한 것을

2차 단위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피제수를 제수의 각 단위로 똑같이 나누었

을 때 제수의 한 단위로 나누어지는 크기를 구하는 방

법을 ‘1차 단위*(강흥규, 2014) 비율법’이라 하고, 제수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피제수가 제수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방법을 ‘2차 단위 비율법’이라 부르도

록 하겠다.

나눗셈식을 1차 단위 비율법이든 2차 단위 비율법

이든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도 값은 같다. 이러한 사

실을 알아보기 위해, 나눗셈식 12÷4를 ‘쌓기나무 모델’

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2차 단위 비율법으로 해결하면,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쌓기나무 12개가 4개씩 3묶음이 되므로 4개의

3배가 된다. 이것은 쌓기나무 모델의 앞면을 보는 것

처럼 제수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피제수가 제수

의 몇 배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음을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

1배

1배 3배

1배

4

[그림 3] 쌓기나무 모델로 표현된 2차 단위 비율법

[Fig. 3] The method of scondary unit rate,

expressed through building block model

1차 단위 비율법으로 해결하면,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쌓기나무 12개를 4개+4개+4개로 만들어 쌓기나

무 4개를 제수 4단위로 똑같이 나누는 과정을 3번 반

복함으로써, 제수의 한 단위에 나누어지는 쌓기나무는

* 강흥규(2014)는 “사과 4개를 단위로 하여 사과 12개를 측정

하면 측정값은 3이 되며, 이 같은 측정과정은 곱셈 사과 4

개×3=사과 12개로 나타낼 수 있다.(p.323)” 라는 예시를

통해 사과 1개를 1차 단위, 사과 4개를 2차 단위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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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가 된다. 이것은 쌓기나무 모델의 옆면을 보는 것

처럼 피제수를 제수의 각 단위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제수의 한 단위로 나누어지는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

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1 1 1

1개

1개

1개
⇒ 3개

1

[그림 4] 쌓기나무 모델로 표현된 1차 단위 비율법

[Fig. 4] The method of primary unit rate,

expressed through building block model

일반적으로 자연수 나눗셈뿐만 아니라 분수 나눗셈

은 실생활 상황을 통해 도입된다. 하지만 실생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냈다

면, 나눗셈식의 계산은 제수가 피제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1차 단위 비율법과 2차 단위 비율

법 모두로 나눗셈식을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생활 문제 상황이 등분제 상황이든 포함제 상황이든

나눗셈식의 해결 과정에서는 두 방법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다만, 실생활 상황과 맥락을 같이하기 위해 등분

제 상황의 나눗셈은 1차 단위 비율법으로, 포함제 상

황의 나눗셈은 2차 단위 비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

2. 분수 나눗셈의 정의

분수 나눗셈을 정의함에 있어 자연수 나눗셈의 등

분제 상황과 포함제 상황을 확장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자연수 나눗셈의 등분제 상황에 대한 확장이

다. 등분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묶음이라는 표현은 이

산량에 적용되는 것이므로(강흥규, 2014), 이산량을 다

루는 자연수 나눗셈에서는 한 묶음이라는 표현이 자연

스럽다. 그러나 분수는 1보다 작은 수를 다루고 있으

며, 분수 나눗셈은 이산량 뿐만 아니라 연속량을 대상

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수 나눗셈을 할 때

에는 ‘묶음’보다는 ‘단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등분제의 의미는 한 묶음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단위의 크기를 구하는 나눗

셈으로 확장하여 연속량까지 다루는 분수 나눗셈에 적

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연수 나눗셈의 포함제 상황의 확장이다.

자연수 나눗셈에서는 동수누감과 자릿값을 이용하여

빼는 횟수를 최대 9번까지 반복하여 몫을 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18÷2는 18에서 2를 9번 빼주면 된다.

그리고 180이 18의 10배이고 18÷2는 9이므로 180÷2는

90이 된다. 그러나 분수 나눗셈에서는 1보다 작은 수

를 수없이 반복하여 빼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수누

감에 의한 방법으로는 몫을 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분수 나눗셈에서는 직접적으로 빼거나 덜어내는 ‘횟수’

로 몫을 구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제

수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곱

셈과 나눗셈의 본질은 배 또는 비 개념이므로(강흥규,

2014),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동수누가나 동수누감에

의한 방법보다는 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포함제 의미는 묶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라기보

다는 전체량이 한 단위의 크기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

하는 나눗셈으로 정의하여 나눗셈의 특성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와 배 개념을 사용하여 자연수 나눗셈인 등분

제와 포함제 상황의 정의를 확장한 분수 나눗셈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은 전체량과 단위의 수

를 알고 전체량을 단위의 수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단위의 크기를 구하는 나눗셈이며,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은 전체량과 한 단위의 크기를 알고 전체

량을 한 단위의 크기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전체량이

한 단위의 크기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나눗셈이

다.

3. 분수 나눗셈하기

분수 나눗셈 지도에서 중요한 점은 계산 과정이 아

니라, 주어진 문제 상황이 분수 나눗셈을 이용해야 됨

을 알게 하는 것과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이 왜 그렇

게 되는가를 의미 있게 이해시키는 것이다(조용진·홍

* 예를 들어, 피제수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알기 위해 피제수

에서 제수만큼씩 덜어내는 횟수를 구하지 않고 피제수의

단위비율을 이용하여 몫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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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주, 2013). 그리고 분수 나눗셈에 대한 이해는 기계

적인 방식으로 획득되기 보다는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

로 기존 지식과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오

랫동안 유용하게 유지될 수 있다(전평국 외, 2003).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등분제 상황과 포함제

상황이다(교육부, 2018a). 따라서 문제 상황이 제수의

한 단위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제수가 피

제수의 몇 배인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연수의 등분제와 포함

제 상황뿐만 아니라, Ⅱ장에서 소개된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 도출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은 위의 두 가지

에 모두 포함된다.

이제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의 정의에 따라 분수 나

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위원 분

할 모델’과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단위원 분할 모델을 통한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하기

1) 단위원 분할 모델

분모가 1인 분수는 자연수와 같기 때문에 분수 나

눗셈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은 자연수 나눗셈과 분수

나눗셈에 모두 적용 가능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서 한 단위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바둑돌 12개를 3접시에 똑같이

나누는 활동을 한다(교육부, 2018b). 여기에서 접시는

묶음, 모둠, 명, m, kg 등과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흥규(2014)는 원형

의 접시에 정교한 부챗살 눈금이 그려진다면 그것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제안하

였다.

예를 들어,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식인 (고기




kg)÷(


접시)=(


kg)에서, ‘


접시’를 ‘한 접시의




’로 해석하고, ‘


접시에 나누어 주는 것’을 “전체를

한 접시에 모두 주는 것으로 보고 (고기 

kg)÷1=

(

kg)으로 하는 것처럼, 전체를 ‘접시의 


에 모두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흥규, 2014, p.329).”∨

그런데 접시가 이산량 단위이므로, 연속량 단위까지

나타낼 수 있는 원으로 제수의 한 단위를 모델화한다

면, 등분제 상황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 제수의 한 단

위의 크기를 구하는 대신 한 원, 즉 ‘단위원

(unit-circle)’에 나누어지는 크기를 구함으로써 나눗셈

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조작 활동 과정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이처럼 제수의 한 단위를 하나의 원으로 모델화하

여 단위원에 나누어지는 피제수의 양을 구하는 구체적

조작 활동을 ‘단위원 분할 모델’이라고 하겠다.

2) 단위원 분할 모델의 적용

단위원 분할 모델을 적용하여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생크

림 

통을 사용하여 케이크 한 개의 


를 만들었습니

다. 케이크 한 개를 만들려면 생크림은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눗셈식은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생크림 

통으로 케이크

한 개의 

를 만들었으므로, 생크림 


통을 똑같이 케

이크 한 개의 

로 나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케이크 한 개를 원 하나로 모델화하여

한 원에 나누어지는 생크림의 양을 구해 보자. 먼저

단위원을 3등분하면 단위원은 3칸이 된다. 단위원에

나누어지는 생크림의 양은 단위원의 2칸에 나누어진

양과 1칸에 나누어진 양을 더하면 된다. 생크림 

통

전체를 2칸에 주고(강흥규, 2014), 단위원의 나머지 1

칸에 

통의 


을 더하면 단위원에 해당하는 생크림

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단위원에 나누어

지는 생크림의 양은 

통과 


통의 


을 합하면 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


=


+


×


=


×



이 되어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단위원의 1칸에 생크림 

통의 


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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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생크림 

통 전체가 2칸이므로 1칸은 


통

전체의 

이라는 분수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준 알고리즘의 정당화는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의 정의, 분수 개념,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곱셈만을 이용하여 표준 알고리즘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단위원에 나누어지는 생크림의 양을 구하는 과정

에서 제수의 역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단위원의 
 에 



  전체를 준다.

단위원의 나머지 
 에 

 의 



 을 더한다.

단위원에 나누어지는 

크기는 
 의 

 이다.

[그림 5] 
 ÷
 의 단위원 분할 모델

[Fig. 5] The unit-circle partition model of 
 ÷


나.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통한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하기

분수 나눗셈에서 피제수를 제수로 덜어내는 활동으

로 피제수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택

한다면, 나눗셈을 동수누감이라는 뺄셈적 사고에서 해

결하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나눗셈의 본질은 배 또는

비의 개념이므로(강흥규, 2014), 학생들은 나눗셈의 본

질인 배 개념으로 접근하여 나눗셈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자연수 나눗셈의 포함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사과

6개가 있습니다. 사과를 2개씩 포장한다면, 몇 묶음이

될까요?’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문장의 의미 그대로 사

과 6개를 2개씩 묶음으로써 3묶음이 됨을 확인하게 된

다. 이것을 나눗셈의 본질인 배 개념으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위 문제의 나눗셈식은 6(개)÷2(개/묶

음)=3(묶음)이다. 이것은 피제수 6을 2×3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6은 2의 3배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식

으로 표현하면, 6÷2=(2×3)÷2=3이다.

1) 정사각형 분할 모델

포함제 상황의 자연수 나눗셈에서는 피제수가 제수

의 몇 배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 피제수를 제수가 포함

된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제수의 몇 배인지를 알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에서는 피

제수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피제수 자체에서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제수)=(피제수)×1’임을 이용하여 피

제수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피제수)×1’은 피제수의 1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1

은 비율 또는 수이므로 피제수의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1=1×1이므로, 이러한 계산식의 의미를 담

아낼 수 있는 모델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떠올리게 된다. Ⅱ장 3절에서 설명하였듯이*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는 비율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비율인

1=1×1의 모델로서 적절하다.

정사각형에서 제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사각형의

변을 분할해 보자. 그리고 편의상 정사각형의 한 변을

가로, 이 변에 수직인 한 변을 세로라고 하자.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가로를 2등분, 세로를 3등분

하면, 가로 한 칸은 

이 되고, 세로 한 칸은 


이 된

다. [그림 6]과 같이 아래쪽 두 칸을 오른쪽에 붙여도

정사각형의 넓이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1×1은 

×


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1 ➡




1 



정사각형을 가로로 2

등분, 세로로 3등분한다.

아래쪽 두 칸을 오른쪽에

붙여 가로 

, 세로 


로 만

든다.

[그림 6] 
 ×
의 정사각형 분할 모델

[Fig. 6] The square partition model of 
 ×


* 분수 나눗셈의 다양한 알고리즘 접근 방법 중에 카테시안

곱의 역을 이용한 접근 방식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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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사각형의 분할 과정에서 1=1×1= 

×

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구체적 조작 활동을 ‘정사각형

분할 모델’이라고 하자.

정사각형 분할 모델이 Ⅱ장 3절에서 살펴보았던 피

제수의 단위비율을 이용한 접근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피제수의 단위비율을 이용한

접근 방식에서의 피제수의 단위비율 1은 실제량으로

작용하며, 본 모델의 1은 피제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비율(수)로서 작용한다.

2) 정사각형 분할 모델의 적용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적용하여 포함제 상황의 분

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우유 

L를 


L인 작은 병으로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작은 병은 모두 몇 병이 되겠습니

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눗셈식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1)÷


이다. 피제수의 1=1×1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정사각형의 가로를 3등분, 세로를 4등분하면, 가로 한

칸은 

이 되고, 세로 한 칸은 


이 된다. [그림 7]과

같이 아래쪽 세 칸을 오른쪽에 붙임으로써, 1×1을 

×




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나눗셈식

으로 표현하면,




÷


=(


×1)÷


={


×(


×


)}÷



={(


×


)×


}÷


=


×



이 되어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

×

)×

}÷

=

×

가 되는 이유는

{(

×

)×

}이 


의 (


×

)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 알고리즘의 정당화는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의 정의, 분수 개념, 그리고 분수의 곱셈만

을 이용하여 표준 알고리즘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정사각형을 분할하여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제수의 역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 ➡




1 



정사각형의 가

로를 3등분, 세로

를 4등분한다.

아래쪽 세 칸을 오른

쪽에 붙여 가로를 
 , 세

로를 
으로 만든다.

[그림 7] 
 ×
 의 정사각형 분할모델

[Fig. 7] The square partition model of 
 ×


Ⅳ.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 정당화하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분수 나눗셈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Ⅲ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의의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등

분제와 포함제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a, b, c, d는 자연수)

1. 단위원 분할 모델을 통한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 정당화하기

먼저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에서 표준 알고리

즘을 정당화하는 것을 단위원 분할 모델을 통해 알아

보기로 하자. 제수가 진분수인 경우이다.

제수가 진분수인 경우는 c < d 이다. 단위원을 d등

분하면 단위원은 d칸이 되며, c칸과 (d-c)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단위원에 나누어진 크기는 c칸에 나누어

진 크기와 (d-c)칸에 나누어진 크기를 더하면 된다. 따

라서 c칸에 나누어진 크기는 

전체 즉, 


×

이고,

(d-c)칸에 나누어진 크기는 

×


이다. 그러므로

단위원에 나누어지는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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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이다. 결국, 

÷

=

×

이 되어 분수 나눗셈의 표

준 알고리즘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

에서 제수의 역수를 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의

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이

유는 단위원에 해당하는 크기가 

의 


와 


의




를 합한 크기이기 때문이며, 제수의 역수를 곱하

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단위원 즉, 제수 1에 해당하는

피제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2.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통한 포함제 상황의 분

수 나눗셈 알고리즘 정당화하기

다음으로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에서 표준 알

고리즘을 정당화하는 것을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제수가 진분수인 경우이다.




÷

에서 제수가 진분수인 경우는 c < d 이다. 



÷

=(

×1)÷


이다. 피제수의 


×1에서 1=1×1로 나

타낼 수 있으므로,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적용하기 위

해, 정사각형의 한 변(편의상 가로라고 하자.)을 c등분

하고, 이 변에 수직인 한 변(편의상 세로라고 하자.)을

d등분하면, 가로 한 칸은 

이 되고, 세로 한 칸은 



이 된다. 세로에 c칸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c×(d-c)칸

을 가로에 붙여 가로의 칸이 c+(d-c)=d칸이 되게 하

면, 세로는 

가 되고 가로는 


가 된다. 따라서 [그

림 8]과 같이 1×1은 

×

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나눗셈식으로 표현하면,




÷


=(


×1)÷


={


×(


×


)}÷



={(


×


)×


}÷


=


×



이 되어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에 이르게 된다.













정사각형의 가
로를 c등분, 세로
를 d등분한다.














아래쪽 c(d-c)
칸을 오른쪽에 붙

여 가로 


, 세로 




로 만든다.

[그림 8] 
 ×
 (단, c<d)의 정사각형 분할 모델

[Fig. 8] The square partition model of 
 ×
 (단,

c<d)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

에서 제수의 역수를 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의

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이

유는 정사각형을 분할하여 제수만큼을 한 변으로 만들

었을 때, 이에 수직인 다른 한 변의 크기가 제수의 역

수가 되기 때문이며,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피제수가 제수를 포함한 곱셈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Ⅴ. 결론

나눗셈은 피제수를 제수로 똑같이 나눌 때, 피제수

가 제수의 몇 배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실생활 상

황을 통해 도입되는 나눗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단 나눗셈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1차 단위 비율법 또

는 2차 단위 비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차 단위 비

율법은 맥락적으로 등분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자연

스러우며, 2차 단위 비율법은 포함제 상황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수 나눗셈의 방법을 분수 나눗

셈에 적용하기 위해 이산량 뿐만 아니라 연속량에도

적합한 단위와 배 개념으로 등분제 상황과 포함제 상

황의 분수 나눗셈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단위원 분할

모델을 통해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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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통해 포함제 상황의 분

수 나눗셈의 표준 알고리즘을 정당화하였으며,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의 자연수 나눗셈의 정

의를 적절히 확장하여 분수 나눗셈에 적용할 수 있다.

등분제 상황의 경우, 제수 ‘한 묶음의 크기’ 대신 ‘한

단위의 크기’를 구함으로써 분수 나눗셈을 할 수 있다.

또한 포함제 상황의 경우, 피제수가 제수 크기의 묶음

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대신 ‘몇 배’인지를 알아봄

으로써 분수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다.

둘째, 분수 나눗셈에서 표준 알고리즘을 정당화하고,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단위원 분할 모델과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단위원 분할 모델은 등분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

에서 제수의 한 단위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알아보

는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표준 알고리즘을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정사각형 분할 모델은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에서 정사각형을 분할하여 재배치하는 구

체적 조작활동을 통해 표준 알고리즘을 정당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조작 활동 과정에서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셋째, 수식으로 나타낸 나눗셈의 해결법으로 1차 단

위 비율법과 2차 단위 비율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식으로 제시된 나눗셈식의 계산이 실생활과 관련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식으로 주어진 나눗셈식의 계

산을 제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하는 알고리즘의

형식화에 치우치기 보다는 나눗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1차 단위 비율법과 2차 단위 비율법의 계

산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수의 나눗셈 방법을 적절히 확장하는 방

식으로 분수 나눗셈을 도입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나

눗셈을 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분수 나눗셈에서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이유

와 그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원 분할 모델과

정사각형 분할 모델과 같은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분수 나눗셈을 지도할 수 있다.

셋째, 분수 나눗셈을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제수

의 역수를 곱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

차 단위 비율법” , “제수를 1로 만드는 접근 방식”, 그

리고 “2차 단위 비율법” 등을 통해 분수 나눗셈식을

계산하도록 할 수 있다.

자연수 나눗셈의 방법을 분수 나눗셈으로 연결하게

하는 본 연구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위

원 분할 모델과 정사각형 분할 모델을 통한 등분제 상

황과 포함제 상황의 분수 나눗셈을 어느 시기에, 그리

고 어떠한 학습 경로를 통해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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