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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 도입 방법 고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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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지도서에서 자연수 나눗셈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도입, 제시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서에서는 분배 알고리즘과 누감 알고리즘을 적

용하고 있었고, 수모형의 조작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을 개

발하려고 하였다. 등분제 맥락에서의 알고리즘은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었지만, 포함제 맥

락에서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조작활동의

제시는 미흡하였다. 또 단계적으로 개발된 나눗셈 알고리

즘과 별개로 표준화된 알고리즘이 제시되었으며 이 둘 사

이의 연결 과정이 암묵적으로 처리되었다. 또 도입 활동과

제시된 알고리즘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 자연수 나

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 서론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누어 몫을 구하는 상황은 초

등학교 이전 시기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일

반적인 문제 상황이다. 몇 개씩 나누어주는 포함제 상

황이나, 몇 명에게 나누어주는 등분제 상황은 모두 주

어진 숫자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간단한 조작 활동을

통해 그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가 커지

면 형식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해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나눗셈 알고리즘을 학습자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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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조작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교육부, 2014a,

p.222), 교과서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조작 활동이 구안, 제시되어야 한다. 또 지도서에는

활동의 중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유의점이 소개될

필요가 있다. 이 때 활동은 알고리즘과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지도·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연수 나눗셈 알고리즘 연구를

살펴보면 그동안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지도가 적절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강문봉(2011)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과서는 나눗셈 알고리

즘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도입 활동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고, 7차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기 위한 상황과 수모형을 통한 활동

이 제시되었으나, 활동과 알고리즘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연수 나눗셈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오류나 지도상의 문제점들은 교사와 학생의 이해

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재훈(2013)은 학습자

는 물론이고 교사들까지도 나눗셈 알고리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비

초등 교사들이 658÷39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65에 39가 몇 번 포함되는지를 따져보았지만 정작 문

제는 658÷39인데 왜 65÷39를 먼저 고려하는지 알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왜 설명을 ‘몇 번 포

함되는지’의 포함 상황으로만 생각하는지 ‘몇 명에게

나누어 주는’ 등분 상황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지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나눗셈 알

고리즘 교육에 어떤 관습이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추측

을 제시하였다. 김수미(2012)는 학생들이 나눗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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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수법의 오류를 보이거나, 0을 처리하는데 미흡한 모

습을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

과서(이하 2009 교과서) 내용 중 자연수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을 어떤 활동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알고리즘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활동과 알고리즘을 어떻

게 연결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고찰 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자연수 나눗셈에 관한 연구는 분수 나눗셈

에 비해 빈도가 낮고 관심을 덜 받아왔다. 그로 인해

자연수 나눗셈에 대한 사전 연구가 많지 않은데, 강문

봉(2011)은 7차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에서 나눗셈 알

고리즘을 개발하는 차시에서 제시된 활동이 알고리즘

개발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눗셈의 활동과 알

고리즘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7차와 2007개정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였다. 임재훈(2013)은 등분제

와 포함제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도상의 문제

점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활동과 알고리즘보다는 등분

제와 포함제의 종합적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009개정 교육과정(이하 2009 교육과정) 자연수 나눗

셈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2009 교육과정에 제시되어있는 자연수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과정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새 교육과정에서 자연수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도입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나눗셈 알고리즘

나눗셈은 사칙연산 가운데 학생들이 숙달하기에 가

장 어려운 알고리즘이다(Reys; Lindquist; Lambdin

& Smith, 2012).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복잡한 나눗

셈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나눗

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고 학

습하고 있다. 나눗셈이 포함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

게 두 가지 알고리즘이 많이 쓰인다. 하나는 분배 알

고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누감 알고리즘이다. 우리나라

2009 교과서에서도 두 가지 알고리즘을 나눗셈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각각의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배 알고리즘(표준 알고리즘)

분배 알고리즘은 나눗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표준 알고리즘이라고 하기

도 한다(Timothy A, 2004; Jeff Gregg & Diana

Underwood Gregg, 2007). 548개의 사과를 26개의 상

자에 나누어 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문제를 분배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 540을 몇 십으로

가능한 한 많이 나눈다(20개씩 나누어 담으면 최대

520개를 26상자에 나누어 담을 수 있다.). 540은 26상

자에 20씩, 모두 520개를 나누어 담을 수 있으므로

몫을 쓰는 부분에 20을 쓰고, 아래쪽에는 520을 쓴다.

이때 각각의 자릿값을 보존하며 적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 된다. 540에서 상자에 나누어 담은 520을 빼

면 20이 되고, 20은 26상자에 더 이상 나누어 담을 수

없으므로 앞에서 했던 과정을 다시 거친다. 20개와 원

래 가지고 있던 8개를 더해서 28개를 26상자에 최대 1

개씩 나누어 담을 수 있다. 몫을 쓰는 자리에 1을 적

고 아래에는 26을 쓰고 28에서 26을 빼면 2가 남는다.

548개의 사과를 26상자에 나눠 담으면 21개씩 담을 수

있고 2개가 남는다.

[그림 1] 분배 알고리즘

[Fig. 1] Distributive algorithm

2. 누감 알고리즘

누감 알고리즘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임의의 값을

계속해서 빼 나가는 것으로 몫을 찾는 방법이다. 분배

알고리즘에서 가능한 최대의 몫을 생각해야 하는 것에

반해 누감 알고리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 학생들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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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나눗셈을 누감

알고리즘으로 해결해보면 548개의 사과 가운데 26개의

각각의 상자에 최대의 개수가 아닌 임의의 개수를 나

누어 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3개씩 나누어 담는

다면 26개의 상자에 78개를 나누어 담을 수 있다. 그

러면 몫을 쓰는 자리에 3을 쓰고 아래에는 78을 쓰고

548에서 78을 빼서 470을 쓴다. 크기를 늘려 10개씩

나누어 담으면 260개를 나누어 담을 수 있으므로 몫을

쓰는 자리에 10을 쓰고 아래에는 260을 쓴다. 470에서

260을 빼서 210을 적는다. 같은 방법으로 8개씩 나누

어 담으면 208개를 나누어 담을 수 있다. 몫을 쓰는

자리에 8을 쓰고 아래에는 208을 쓴다. 남은 210에서

208을 빼면 나머지 2가 남게 된다. 그러면 몫은 앞서

살펴본 곱에서 나타나는 인수의 합이 되고, 이 경우

3+10+8=21이 된다.

[그림 2] 누감 알고리즘

[Fig. 2} Subtractive algorithm

누감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나누는 수의 어떤 곱이

라도 뺄 수 있지만 효율성을 추구하면 [그림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분배 알고리즘과 비슷한 모습이 된다.

[그림 3] 효율적인 누감 알고리즘

[Fig. 3] Subtractive algorithm for efficiency

3. 나눗셈 알고리즘의 핵심 역할

자연수 나눗셈의 알고리즘은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인 계산 과정을 형식화 한 것이다.1)

숫자가 크지 않으면 곱셈 구구의 역연산, 등분, 동수누

감 등으로써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

나 숫자가 커지면 몫이나 나머지를 바로 알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답을 구하는 알고

리즘이 필요하다.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살

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548÷26의 몫을 구하는 과정

을 생각해보자. 548÷26을 한 번에 생각할 수는 없으며,

먼저 540을 26으로 나눈 몫이 몇 십인지를 생각하고

20임을 안다. 그리고 나머지 20과 8을 더한 28을 26으

로 나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임을 알고, 548÷26의

몫이 21 나머지가 2가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나눗셈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548÷26을 계산할 때, 첫 번째로 거치게 되는

540을 26으로 나눈 몫을 몇 십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나뉠 수의 일의 자리인 0을 생각하지 않고 54÷26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540÷26=20...20에서 몫과 나머

지의 십의 자리의 값인 2를 강조하기 위해

540÷26=2×10...2×10으로 나타내보자. 이것을 다시

a=bq+r의 형태로 나타내어보면 540=2×10×26+2×10이

되는데 양변을 각각 10으로 나눠주면 54=2×26+2가 된

다. 다시 나눗셈 식으로 바꿔서 써보면 54÷26=2...2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540÷26을 54÷26으로 바꾸

어도 몫과 나머지의 십의 자리의 숫자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큰 수의 나눗셈을 작은 수의 나눗셈

으로 약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Ⅲ. 2009 교육과정의 자연수 세로 나눗

셈 알고리즘 도입 방법 분석

2009 교육과정에서 자연수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서 다루고 있

다. 처음 나눗셈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는 3학년 1학

1) 정수의 나눗셈의 의미인 ‘임의의 두 정수 a, b(≠0)에 대하

여, a=bq+r(0≤r≤|b|)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q와 r이

존재한다.’는 내용에서 초등 범위인 범자연수로 제한하여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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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곱셈구구의 역연산 범위에서 나눗셈을 세로

로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뉠 수, 나누는 수, 몫을 쓰

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이것은 나눗셈을 단순히 세

로 형식으로 나타내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수가

커졌을 때, 세로 나눗셈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

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온전한 세

로 나눗셈 알고리즘을 학습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격적인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은 3학년 2학기에서 소

개되고, 수의 범위를 확장해서 4학년 1학기에서도 학

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학년 2학기와 4

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시된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1.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 도입을 위한 구체물 조

작 활동 분석

나눗셈에는 대상을 똑같이 몇 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한 묶음의 크기를 알아보는 등분제와 대상을 일정

한 크기로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포

함제의 두 가지 상황이 있다(교육부, 2014b, p.151). 따

라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활동에서도 두 가지

맥락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가. 등분제 상황의 구체물 조작 활동 분석

2009 교육과정에서 자연수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은

3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에서 처음 제시되고 있다. 그

리고 그 때의 문제 상황은 전체의 수와 나누어 줄 묶

음의 수가 주어지고 한 묶음에 담긴 수를 알아보는 등

분제 맥락인데, 등분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3

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3학

년 2학기 나눗셈 단원을 시작하는 2차시에서 제시된

등분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알

고리즘의 핵심 역할은 십모형 8개를 4로 나누는 활동

을 통해 80÷4를 8÷4로 약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의 하단에 제시된 알고리즘에서 80÷4

를 8÷4에서 생각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면 우리 교과서

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림 4] 3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 80÷4의 ‘활동2’

[Fig. 4] ‘The activity 2’ of 80÷4 in division unit of 3-2

‘활동2’에서는 수모형의 조작을 통해 자연수 나눗셈

알고리즘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는

[그림 4]에 제시된 ‘활동2’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5] 활동 2의 수모형 조작 활동을 수행한 결과

[Fig. 5] The result of base-10 blocks operation in

activity 2

[그림 5]는 80÷4가 8÷4로 처리될 수 있음을 분명하

게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십 모형 8개를 4묶음으로

묶고 있는데(8÷4) 이것은 낱개모형 80개를 4개의 묶음

으로 묶는 것(80÷4)과 같은 의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8÷4의 값인 2가 20을 의미하고 있

는 것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묶음에는 십모형

2개가 있고, 이는 낱개모형 20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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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활동을 등분제

상황과 그에 알맞은 수모형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적

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나눗셈 알고리즘을 개발

하기 위한 조작 활동이 포함제보다 등분제와 연결되어

야 한다는 강문봉(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나. 포함제 상황의 구체물 조작 활동 분석

포함제 문제 상황은 전체의 수와 한 묶음의 수를

알고 몇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지 알아보는 것으로 3

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의 5차시와 8차시에 등장하고

있고, 4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전 차시가 포함제로 제

시되어 있다. 그 중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3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 5차시,

8차시와 4학년 1학기 나눗셈 단원의 4차시를 분석하였

다.

3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 5차시에서는 ‘국화 화전

19개를 접시에 5개씩 담았어요. 5개씩 담은 접시는 몇

개이고, 남은 국화 화전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라는

상황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차시 3-2 나눗셈 단원 주제

1 단원도입

2 [등분] 내림이 없는 (몇 십)÷(몇)

3 [등분] 내림이 있는 (몇 십)÷(몇)

4 [등분] 나머지가 없는 (몇 십 몇)÷(몇)

5 [포함] 나머지가 있는 (몇 십 몇)÷(몇)

6 [등분] 내림이있고나머지가없는(몇십몇)÷(몇)

7 [등분] 내림이있고나머지가있는(몇십몇)÷(몇)

8 [포함]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의 검산

9 단원평가

10 문제해결

11 놀이마당, 이야기마당, 체험마당

[표 1] 3-2 나눗셈 단원의 등분, 포함제의 차시

구성 빈도

[Table 1] Frequency of each period constituted

of division into equal parts or division by equal

parts in 3-2 division unit

5차시에서는 이 문제를 ‘활동2’에서 수모형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고 있는데 십 모형 1개와 낱개모형 9개

를 5개씩 묶어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십

모형 1개에서는 5를 몇 십번 뺄 수 없으므로 낱개모형

으로 바꾸어 생각해야한다. 낱개모형 19개를 5개씩 묶

으면 3묶음이 만들어지고 나머지가 4개 남게 된다.

[그림 6] 3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 19÷5의 ‘활동2’

[Fig. 6] The activity of 19÷5 in division unit of 3-2

이 활동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할 알고리즘은 십모

형 1개로는 십모형이 5개 모여 있는 한 묶음을 묶을 수

없고, 해체를 통해서 낱개 모형으로 바꾸면 낱개모형이

5개 모여 있는 묶음을 3묶음 구성할 수 있고 나머지가

4개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왜 해체해야하는가?’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나눗셈의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은

교과서나 지도서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활동2’에 제

시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19개는 5개씩 똑같이 묶을

수 없다(등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

기서는 알고리즘의 학습 보다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은 포함제 상황으로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

로 보인다.2)

또 ‘활동 2’가 끝나고 그에 맞는 알고리즘이 제시 되

지 않고,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포함제 상황으로 다루고 있는 이번 차시가

포함제 문제 상황에서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포함제 상황으

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차시에서는 수모형이 아닌 낱개로 된 밤 29개를 4

개씩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의 해체가 드

2) 2007 개정 교육과정 지도서에서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은 등분제 나눗셈으로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강문봉, 2011), 이 부분 역시 그 내용을 따르

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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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지 않고 이미 낱개로 된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하

고 있어 알고리즘의 핵심 역할을 학습하기에는 적절하

지 않다. 또 이번 차시에서도 5차시와 마찬가지로 나

눗셈 세로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 알고리즘의 개발 보다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의

검산식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

국 3학년 2학기 나눗셈 과정에서는 포함제 문제 상황

에서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학년 1학기 나눗셈 단원3)은 모든 차시가 포함제

문제 상황만 주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체물 조작

활동이 제시된 차시는 4차시이다.

차시 4-1 곱셈과 나눗셈 단원 주제

1 단원도입

2 (몇 백)×(몇 십)을 계산할 수 있어요.

3 236×27을 계산할 수 있어요.

4 [포함] 몇 십으로 나눌 수 있어요.

5 [포함] 56÷14를 계산할 수 있어요.

6 [포함] 272÷34를 계산할 수 있어요.

7 [포함] 647÷25를 계산할 수 있어요.

8 [포함] 217÷15를 계산할 수 있어요.

9 단원평가

10 문제해결

11 놀이마당, 이야기마당, 체험마당

[표 2] 4-1 나눗셈 단원의 등분, 포함제의 차시

구성 빈도

[Table 2] Frequency of each period constituted

of division into equal parts or division by equal

parts in 4-1 division unit

밭에 고추 모종 160포기를 한 줄에 20포기씩 심었

을 때 몇 줄을 심게 되는지에 대한 포함제 문제 상황

이 주어져 있다. 이 문제도 역시 수모형 조작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3학

년 교과서에서처럼 백모형을 왜 십모형으로 해체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학생들은 20개

씩 덜어 내므로 백모형에서 20을 덜어낼 수 없고 십모

형으로 해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면 만약 160÷2의 문제가 주어 졌을 때, 백모형이나 십

모형에서 2를 뺄 수 없으므로, 모든 수모형을 낱개모

3) 2단원 '곱셈과 나눗셈' 가운데 나눗셈 부분

형으로 해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

나 160÷2의 문제에서는 낱개모형까지 해체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십모형까지 해체하면 충분하다. 십모형 16

개를 2로 나누면 몫이 8이 되고 이때 8의 의미는 80이

다. 이처럼 해체하는 과정은 알고리즘과 밀접하게 연

관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설명이 교과서나 지도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림 7] 4학년 1학기 나눗셈 단원 160÷20의 ‘활동2’

[Fig. 7] The activity of 160÷20 in division unit of 4-1

결국 2009 교육과정에서 포함제 상황의 구체물 조

작활동을 통한 알고리즘 개발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포함제 조작 활동의 개선 방향

2009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등분

제와 포함제 상황을 개념이나 용어를 통해 구분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문장제 속에서 나눗셈의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4b, p.151). 또 임재훈

(2013)은 자연수 나눗셈의 계산 원리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을 등분제와 포함제의 맥

락에서 통합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연수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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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눗셈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문제 상황이 등분제나

포함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제시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교과서에서는 등분제 상황에서는 구체적 조작 활

동을 통한 알고리즘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나, 포함제 상황에서는 구제적 조작물을 통한 알고리

즘 개발과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포함제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알고리즘은 등

분제의 알고리즘과 동일하지만 그에 담긴 의미가 다르

기 때문에 조작 활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42÷24)를

포함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나누어지는 대상을 두 개

씩 덜어내는 과정이 조작 활동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42÷2 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작 활동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십모형을 모두 해체 하여 낱개

모형을 2개씩 덜어내는 것과 십모형을 두 개씩 덜어내

고 남은 낱개 모형을 두 개 덜어내는 것이다.

먼저 십 모형을 모두 낱개모형으로 해체하여 한 묶

음에 2개씩 덜어내면(묶으면) 모두 몇 묶음이 되는지

를 수모형으로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2씩 덜어내는 포함제 활동 결과

[Fig. 8] The result of division by equal parts

activity to take 2

42÷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나눗셈 알고리

즘의 핵심 역할은 42를 2로 나눈 값을 한 번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40÷2를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4÷2로 약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2의 몫은 2이지만 실제 나눗셈(42÷2)에서 2의 의미

는 20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활동에서 40÷2의 몫인

4)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7차 교육과정 때 포함제 의미의

활동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문제

는 그 활동에서 제시된 것이다.

20은 잘 보여주고 있지만 십모형을 해체해버려 십모형

4개를 2로 나눈 몫은 2이고 그 때의 2는 20을 의미한

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십모형을 해체하지 않고 십모

형을 2개씩 묶어내는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5) 그리고

그 활동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십모형을 유지하면서 포함제 조작

활동을 한 결과

[Fig. 9] The result of division by equal parts

activity without disjointing rods

강문봉(2011)은 [그림 9]가 십모형 4개를 2로 나누

면 2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그 때의 2가 20

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십모

형을 해체하지 않고 묶어내는 활동도 나눗셈 알고리즘

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42÷2의 포함제 문제 상황에서 앞서 살펴 본 2

가지 수모형 조작활동은 포함제 맥락의 알고리즘을 개

발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조

작 활동으로 생각해볼 때 포함제 맥락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조작 활동은 두 가지 조건이 충

족될 필요가 있다. 42÷2의 경우 첫째, 알고리즘의 핵심

역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십모형을 해체하지 않고 2묶

음으로 묶어낼 수 있어야하고, 둘째, 십모형 2개씩 2묶

음이 2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2의 실제 의미

인 20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낱개모형으로

해체하는 조작활동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그림 12]는 첫 번째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그림 9] 활동에서의 보완을 생각해 볼 수

5)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

해 제시했던 수모형 조작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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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실 십모형을 유지한 채 묶는 방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직관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처음부터

[그림 9]와 같은 조작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포함제의

기본적인 의미인 몇 번 포함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림 8]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 활동을 시

작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42에서 2(1×2)씩 빼 나

가는 [그림 8]과 같은 활동은 누감 알고리즘으로 연결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몫의 최대치를 찾아야 하는 표

준 알고리즘과는 달리 나누는 수의 임의의 곱을 덜어

내기만 하면 되는 누감 알고리즘의 과정이 2씩 덜어내

는 조작 활동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누감 알고리즘

은 나뉠 수에서 나누는 수의 어떤 곱이든 빼 나갈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2씩 빼다가도, 점차 빼는 개수를

늘려가는 활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6

개(3×2) 씩이나 12개(6×12) 씩을 빼면 2개(1×2)씩 빼는

활동보다 훨씬 간단해 진다. 점차 빼는 수를 늘려가면

서 20개(10×2) 씩을 빼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누감 알

고리즘은 표준 알고리즘과 비슷한 모습이 되고, 낱개

20개를 빼는 대신에 십모형 2개를 빼게 되면 표준 알

고리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이때의 조작

활동은 [그림 9]와 같으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단계별

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누감 알고리즘이 적용

된 3단계를 표준 알고리즘 형태인 4단계로 연결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학습 순서에 따라 나타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3단계의 10×2=20에서 20을 뺀다는 의미가 곧 몫

이 10이라는 것을 충분히 학습한다.

② 같은 방법으로 낱개 모형 대신 십모형으로 된

20을 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이때 십모형으로 된 20을 빼는 것은 십모형 2개

를 빼는 것과 같다.

④ 십모형 2개를 1묶음으로 묶어내는 것은 몫이 10

을 의미한다.

⑤ 십모형 4개를 2묶음으로 묶어내는 것은 몫이 20

을 의미한다.

⑤번 과정에서 십모형 4개를 2묶음으로 묶어내므로

처음에 생각해야하는 40÷2를 4÷2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 몫은 2이지만 실제 나눗셈에서는 20을 의미하는

나눗셈 알고리즘의 핵심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단

계
조작 활동 알고리즘

1

2

3

4

[표 3] 포함제 맥락에서의 조작 활동의 제안

[Table 3] Propose of operating activities in division

by equal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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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 제시 방법 분석

가. 알고리즘의 일관성 분석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제시(표기)되는

것은 3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 2차시이다. 여기에서

80÷4를 세로 나눗셈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그림

10]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0] 교과서에 제시된 80÷4의 알고리즘

[Fig. 10] Algorithm of 80÷4 in the textbook

[그림 10]에서 80÷4의 알고리즘은 두 단계로 진행됨

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8÷2는 4이고, 두 번

째 단계는 이것이 80÷4이고 몫이 20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8을 80으로 생각하는 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서 생각해보면 나뉠 수가 80으로 커진 만큼 몫도 2에

서 20으로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10]

의 알고리즘 표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수모형

조작활동에서 따져 보아도 십모형 8개를 4개로 묶으면

(4로 나누면) 한 묶음(몫)이 십모형 2개인데, 이것은

낱개모형 20개와 같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차시에서는 70÷5가 제시되고 있는데 수학의 계통

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앞서 학습한 내용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번 차시의 알고리즘이 설명이 되거

나 확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70÷5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자리 수의 나눗셈, 즉

7÷5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2차시와 3차시의 알고리

즘 제시는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사실 70÷5에서

7÷5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핵심 역할이다.

이 부분은 수모형 조작활동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때,

낱개모형에서는 70÷5의 문제가 되지만 십모형에서 생

각하면 7÷5(십모형 7개를 5로 나누는 것)로 되는 과정

을 학습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11] 교과서에 제시된 70÷5의 알고리즘

[Fig. 11] Algorithm of 70÷5 in the textbook

그리고 3차시의 70÷5의 과정은 먼저 몫이 몇 십인

지를 확인하고 몫이 10이므로 나뉠 수에서 50을 빼고

다음 몫인 4를 구하고 20을 빼는 알고리즘으로 설명하

고 있다. 그런데 이미 설명이 완료된 알고리즘 옆에

별도의 알고리즘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1] 맨

오른쪽에 별도로 표기된 알고리즘을 보면 70에서 50이

아닌 5(50에서 0을 생략한 형태)를 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 갑자기 50이 5가 되었을까? 단순히 0

을 생략한 거라면 20에서는 왜 0을 생략하지 않았을

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알고리즘 개발이 갑

자기 단계와 무관하게 따로 또 표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제시만 되어 있을 뿐

교과서나 지도서 상에 어떠한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

결국 50이 갑자기 5가 되는 설명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기고 있다.

3차시에서 드러나야 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역할은

70÷5를 7÷5로 약화시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 몫은

1, 나머지는 2 인데 실제로는 10과 20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남은 20은 5로 나누어 몫이 4가 되고 결국 최

종 몫은 14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십모형 7개에서

십모형 5개를 뺀다(나누어 담는다)는 의미가 알고리즘

에 나타나야하고, 그것은 70-5의 형태(5가 십의자리에

맞춰 적혀진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림 11]의 오른쪽 알고리즘이다. 십모형 5개를 뺐기 때

문에 5는(50에서 0을 생략한 형태) 십모형 5개를 의미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50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20은 십모형 2개를 해체하여 낱개

모형으로 바꾸었으므로 더 이상 2라는 의미를 담을 필

요가 없다. 따라서 20은 0을 생략하지 않는다.

70÷5의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의 각 단계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그림 12]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적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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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림 12]처럼 제시하면 70÷5의 문제를

7÷5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나눗셈 알고리즘의 핵

심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 차시 학습과의 일관

성도 유지 될 수 있다. 또 최종 알고리즘이 현행 교과

서처럼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단계 속에 녹아있어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12] 수모형 조작 활동의 의미가 드러난

70÷5의 알고리즘

[Fig. 12] Algorithm related with the activity of

base-10 blocks in 70÷5

그리고 2차시와 3차시에 동일한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도록 2차시에서도 나뉠 수 80에서 80을 빼는 것

이 아니라 8을 빼는 것(80에서 0이 생략된 형태)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림 12]의 두 번째 단계에서 빼는 수인 5

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

다. 교과서에서는 50으로 쓰고 5×10으로 나타내어 위

와 같은 논의는 피할 수 있었지만 알고리즘을 개발하

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50 대신에 0을 생략한 5

를 쓰는 경우 5×10으로 설명하면 5의 의미가 부족하게

되고, 5×1로 설명하면 5의 의미가 실제로 50을 의미한

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5에 대해 5

의 의미와 실제 수인 50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5를 5 곱

하기 어떤 수로 나타낼 때, 어떤 수가 1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10을 나타내는 문제가 된다.

싱가포르의 수학교과서 Shaping Math에는 자릿값

(ten, one)을 사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림

13]에서 빼는 수 3을 3*1ten으로 표기해서 3의 의미와

30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나눗셈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수의 이중적인 의미([그림 13]의 경우 3이 3

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30을 의미)를 자릿값을 이용하

여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9 교육과정에서도

10000을 1만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2014c, p.112), 이를 활용하여 3×1십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빼는 수

3을 3×1십으로 표기한다면 3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를

강조하게 되어 수모형 활동과의 연결 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13]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ten, one의 활용

[Fig. 13] Using ‘one, ten’ in the textbooks in

singapore

나. 알고리즘 학습 위계 분석

4학년 1학기 나눗셈 단원(2.곱셈과 나눗셈) 7차시에

서는 647÷25를 해결하면서 몫이 두 자리 수이고 나머

지가 있는 상황이 누감 알고리즘과 함께 제시되고 있

다. 647을 25로 나눈 몫이 얼마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

지만 640을 25로 나눈 몫이 몇 십인지를 아는 것은 상

대적으로 쉽기 때문에(임재훈, 2013), 교과서에서도

647÷25의 몫이 몇 십 인지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몫의

십의자리 값을 찾고 있다.

[그림 14] 647에서 25를 몇 십번 덜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활동

[Fig. 14] The activity to check how many times to

take off 25 from 647

교과서에 제시된 알고리즘은 ‘활동1’을 통해 찾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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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십의 자리 값인 2를 세로셈 형식에 맞게 쓰고 나

누는 수인 25와 몫인 20을 곱한 500을 나뉠 수인 647

에서 빼서 나머지가 147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나누는 수와 어떤 수의 곱을 빼 나가는 효율적인 누감

알고리즘의 형태이다.

[그림 15] 647÷25의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

[Fig. 15] Division algorithm of 647÷25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을 개

발하는데 앞서 학습했던 내용과의 충돌이 생긴다. 이

전 차시인 5, 6차시에서는 56÷14를 계산할 때, 몫을 어

림하고 수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가 나

누는 수와 같거나 크면 몫을 1을 올려 다시 계산하고,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값을 나뉠 수에서 뺄 수 없다

면 몫을 1 작게 하여 다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학습

했다. 그런데 교과서에 제시된 것처럼 647-500으로 나

타내게 되면 나머지가 147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나

머지인 147과 나누는 수 25의 비교를 통해 몫을 조정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서 학습한 나누는

수와 나머지를 비교해서 몫을 변형하는 알고리즘을 이

번 차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활동은

나머지와 나눌 수의 비교를 통한 몫의 수정을 학습하

기 이전에 제시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차시인 8차시에서는 다시 누감 알고리

즘 표기 대신 표준 알고리즘의 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217÷15를 계산할 때,

21÷15를 먼저 생각하고 몫이 1이고(십의자리에 적는

다.) 나머지가 6이 된다. 이 때 6은 실제로 60이므로

남은 7과 더해 67이 되고 다시 15로 나누어 몫이 4이

고 나머지가 7이 되는 나눗셈 알고리즘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활동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

제점이 있었다.

[그림 16] 217÷15에 제시된 활동과 알고리즘

[Fig. 16] The activities and algorithm of 217÷15

[그림 16]에 제시된 세로 나눗셈은 표준 알고리즘

표기를 따르고 있지만 활동은 217에서 15를 몇 십번

덜어낼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누감 알고리즘

을 제시했던 이전 차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217

에서 15를 10번 덜어내어 150을 빼야하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150이 세로 나눗셈에서는 왜 갑

자기 0을 생략하고 15가 되었는지를 [그림 16]의 활동

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만약 빼는 수가 200이라면 0을

하나만 생략할지 모두 생략할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60을 뺄 때는 왜 0을 생략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부족한 설명은 이해 없는 알고리즘의 숙달로만 연결될

수 있다.

사실 0의 생략은 나누는 수의 자릿값과 관련이 있

다. 나누는 숫자가 두 자리 수이면 빼는 수는 앞에서

부터 두 자리 제외한 다음 자리에 나타나는 0은 생략

이 가능한데, 이러한 학습은 수모형과 함께 하면 이해

가 쉽다. 물론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수모형 등의 조

작 활동을 통해 15에 150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3학년 과정에서도 알고리즘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녹록치 않아 보

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누감 알고리즘은 나누

는 수와 나머지의 비교를 통한 몫의 수정을 학습하기

이전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감 알고리즘은

가능한 최대의 몫을 잡아야하는 표준 알고리즘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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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제수의 어떠한 곱이라도 뺄 수 있으므로 나눗셈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직관적이고 간단하다(Reys;

Lindquist; Lambdin & Smith, 2012). 따라서 몫의 수

정을 학습하기 전에 포함제 맥락에서의 알고리즘을 개

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누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

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표준 알고리즘

을 제시하면서 몫의 수정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활동과 알고리즘의 물리적 연결 방식 분석

나눗셈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에는 활동

이 제시되고 활동은 질문과 함께 제시된다. 활동은 구

체적인 것이고 알고리즘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화된

것이다. 질문은 그 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김명

운, 장경윤(2009)은 수학적 추상화는 구체적인 모델을

보면서 공통의 속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습자가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공통의 속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수학 학습

지도 상황이라는 우정호(2001)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과

서에 나타난 활동과 질문 그리고 알고리즘의 물리적

연결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모형 조작 활동과 활동 질문의 연결 분석

3학년 2학기 나눗셈 단원에서는 자연수 나눗셈 알

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수모형을 이용하여 조작활동

을 하게하는 활동이 매 차시 ‘활동 2’에 제시되어 있다.

‘활동2’는 수모형 그림을 먼저 제시한 뒤, 그 아래 각

활동 질문들이 나오고 맨 하단에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알고리즘에 담긴 조작 활동의 단계

가 많은 활동에서 조작 활동과 질문의 연결 방법을 살

펴보기 위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야 하는 내림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인 98÷4(7

차시)에 제시된 ‘활동2’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서는 [그림 17]로 제시 되었다.

[그림 17] 98÷4의 수모형 조작 활동

[Fig. 17] The activity with base-10 blocks in 98÷4

그런데 [그림 17]에서 왼쪽의 십모형 하나가 오른쪽

에서는 낱개모형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알고리즘이 98-8로 표기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모형 조작활동에는 십모형 9개

중 8개는 4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고 남은 1개를 바로

나누어 담을 수 없으므로 낱개모형으로 바꾸어 남아있

던 낱개모형하고 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십모형 1개를 낱개모형으로 해체 하는 것은 나누어 담

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그 의미가 있다. [그림 17]처

럼 어떤 과정을 통해 십모형 1개가 낱개 모형 10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알고리즘 개

발로 연결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정이 생략된 수모형 그림을 주고 학생들이

직접 묶어내면서 십모형 1개가 남게 되고 남은 1개를

낱개모형으로 해체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였다면 아래에 ‘수모형을 똑

같이 몇 묶음으로 묶어야 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묶었습니까?’와 같이 나누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충분하게 제시되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십모형을 먼저 4상자에 나누고 십모형 1개가 남아 그

것을 낱개모형으로 해체 했다는 과정의 확인을 거쳐야

교과서에 제시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십모형을 모두 해체하여 낱개모형으로

묶었을 경우에는 80÷4=20이라는 설명만 가능할 뿐

8÷4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수모형 조작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질문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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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나눗셈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수모형에 나눗셈 조작이 가해지는 과정

을 학습자가 찾아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절한 질문

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수모형 조작 활동과 알고리즘의 물리적 연결 방

식 분석

수모형 조작활동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작 활동이 제시된 알고리즘과 유기적

으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 나눗셈을 학

습하기 전에 배우게 되는 연산(덧셈, 뺄셈, 곱셈)의 알

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조작 활동과 알고리즘

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덧셈과 뺄셈의 경우 10만들기를 위해 수를 가르고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림 18]을 보면 조작

활동을 단계별로 나타내고 그것을 알고리즘과 좌우로

나란하게 제시하고 있어 조작활동이 알고리즘으로 어

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8] 덧셈과 뺄셈에서 조작 활동과 알고리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

[Fig. 18] The activity and algorithm linked together in

addition and subtraction

곱셈의 경우에도 첫 번째 단계에서 21×8은 21개를

8번 더하라는 의미로 수모형 21을 8번 반복하여 나타

냈다. 그 중 1×8을 먼저 수행하게 되는데 낱개 모형이

8개로 모인 그림과 알고리즘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8에서도 낱개 모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십모형으로 생각하면 2×8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수모형 그림과 알고리즘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덧셈, 뺄셈, 곱셈에서는 각각의 단계별 조작 활

동이 알고리즘을 함께 제시됨으로써 활동과 알고리즘

간의 연결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19] 곱셈에서 조작 활동과 알고리즘이 유기적

으로 연결된 모습

[Fig. 19] The activity and algorithm linked together in

multiplication

그러나 나눗셈의 경우 [그림 20]과 같이 수모형 조

작 활동을 모두 끝마치고 난 뒤, 알고리즘 소개를 활

동 하단에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자신이

한 활동이 알고리즘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

기가 쉽지 않고, 알고리즘의 맥락화는 교사의 지도 방

법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림 20]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나눗셈 활동과

알고리즘

[Fig. 20] The activity and algorithm separated(not

linked) i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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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눗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교과서의 다른 연산들

과 마찬가지로 도입 활동과 알고리즘간의 유기적인 연

결 배치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수학교과서 Shaping Math에는 나눗셈

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림 21] 속 화살표와 함께 순차

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그림만으로도 나눗셈이 진행되

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싱가포르 수학

교과서의 활동인 [그림 21]을 보고 나눗셈 알고리즘의

의미를 설명해 본 것이다.

① 십모형 5개와 낱개모형 2개를 2칸에 나누어 담

아야 한다.

② 십모형 5개를 2칸에 나누어 담으니 각 칸에 2개

씩 담을 수 있고, 십모형이 1개 남는다.

③ 십모형 1개는 낱개모형 10개로 바꾸고, 원래 있

던 낱개모형 2개와 합쳐 12개가 된다.

④ 낱개모형 12개를 2칸에 나누어 담으니 6개씩 담

을 수 있고, 따라서 몫은 십모형 2개, 낱개모형 6개인

26이다.

[그림 21]의 조작활동은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의 의

미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수모형 조작 활동을 과정이

드러나도록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은 나눗셈 알고리즘

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3] 과정의 의미가 잘 드러난 조작 활동

[Fig 21] The activity to reveal division process

Ⅳ.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자연수 나눗셈 알고

리즘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고, 개선 방

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세

로 형식을 통한 나눗셈 알고리즘 학습을 강조하고 있

지만 그에 알맞은 지도활동이 교과서 상에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에 2009 교과서와 지

도서를 중심으로 나눗셈 단원을 알고리즘 도입을 위한

구체물 조작 활동, 알고리즘 제시 방법, 알고리즘과 활

동의 연결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

였다. 첫째 도입 활동은 수모형을 통해 알고리즘을 알

아보도록 되어있는데 등분제 상황에서는 도입 활동 과

정이 적절했지만 포함제 상황에서는 도입 활동이 적절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교과서에 직접적인 알

고리즘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학 학습의 일관

성이나 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생각해볼 때 제시된 알

고리즘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도입 활동

과 제시된 알고리즘간의 배치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

아 활동과 알고리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도·학습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09개정 수학 교과서의

나눗셈 단원 분석을 통해 자연수 나눗셈 알고리즘 도

입이라는 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포함

제 문제 상황에서의 알고리즘을 익힐 수 있는 도입활

동이 필요하다. 이에 누감 알고리즘의 조작 활동에서

점차 표준 알고리즘으로 발전해나가는 학습 형태를 제

안하였다. 둘째, 세로 나눗셈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제

시하되 수를 약화시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알고

리즘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여 활동이 의미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누감 알고리즘 형태로 표기

하는 것 보다는 표준 알고리즘 형태로 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이 때 빼는 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빼는 수의 이중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몇

×1십이라는 자릿값을 사용하여 제시해보는 것을 고려

하도록 하였다. 셋째, 활동과 알고리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단계별로 나누고, 수모형 활

동 그림과 알고리즘을 제시할 때 연결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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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o introduce a division algorithm in mathematics 
textbooks which were applied 2009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the textbooks do not introduce the 
algorithm in the context of division by equal part. The standardized division algorithm was introduced 
apart from the stepwise division algorithms and there is no explanation in between them. And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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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to introduce division algorithm in prop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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