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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논점과 개선 방안1)

이 화 영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임연구원)

본 연구는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용어 사용

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

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와 현행 교과서를 분석한 결

과, ‘몫’, ‘나머지’ 용어 사용에 대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견

해를 주장한 근원에 나눗셈 알고리즘에서의  값과 계

산 결과의 해석에 따른 결과 값과 남는 양을 동일하게 보

는 데에 원인이 있음을 밝히고,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

머지’ 취급에 대한 일관된 관점과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

안하였다. 즉, 나눗셈 알고리즘   ×에 의한 소

수 나눗셈의 결과인  을 ‘몫’, ‘나머지’로 보고, 문제 맥

락에 따라 와 같거나 작은 양을 최종적인 ‘결과 값’으로,

결과 값을 취하고 난 잔여량을 ‘남는 양’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낸 근삿값을 ‘몫’

으로 지칭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I. 서론

초등학교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교

과서에서 한 번 정의하면 수의 범위가 소수로 확장되

어 소수의 나눗셈을 다루더라도 이를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는

비교적 명백한 반면, 소수 나눗셈에서는 어디까지를

몫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나머지로 보아야 하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리본 15m를 4m씩 똑같

이 자르려고 합니다. 4m짜리 리본 조각의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하세요.’와 같은 문제에서는 몫이 ‘3

개’, 나머지가 ‘3m’이지만, ‘리본 16.4m를 똑같이 3등분

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자른 리본 조각의 길이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하세요.’와 같은 문제에서는 몫과 나

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에 대한 연구는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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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영배, 노은환(2011), 박교식, 권석일(2012), 김진

환, 박교식(2013), 강흥규(2014; 2016), 최근배(2015), 정

상태(2016) 등이 있으나, 연구의 결과로 주장하는 바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정수와 유리수 범

위 각각에서 몫과 나머지의 성립 여부를 다르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몫’과 ‘나머지’ 용어의 사용에 있어

서도 서로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수, 전영배,

노은환(2011)은 유한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성립함을 보였고, 김진

환, 박교식(2013)은 정수 범위에서의 유클리드 알고리

즘을 유리수 범위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

강흥규(2014; 2016) 및 최근배(2015)는 ‘몫’과 ‘나머지’

의 성립은 정수 범위 내로 한정하였다. 박교식, 권석일

(2012)은 유한소수의 나눗셈에서 ‘몫’ 용어가 나눗셈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눗셈의 결과를 반올림한 근

삿값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용상의 비일관성을 지적

하고, 후자의 경우 ‘몫’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렇듯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는 그 의미

하는 기준이 모호함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각 교육과정 시기마다 ‘나눗셈의 답’,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기’, ‘나눗셈의 몫’ 등 혼용하거나 일관성 없이

다루어져 왔다(강흥규, 2014)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대한 혼란이 예상 가능하다.

교과서에서는 교수학적 이유로 수학적 개념을 엄밀하

게 다루기에 앞서 학생의 수준과 교수학적 상황에 맞

게 과도기적이거나 엄밀하지 않은 표현과 방법을 사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교식, 권석일(2012)이 지적하였

듯이, 이러한 표현과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

머지에 대해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의 논지를 선행 연

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 도서에서 ‘몫’과 ‘나머지’ 용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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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눗셈의 분수 표현을 유리수

에 포함하여 다룬다.

II.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 문제점

에 대한 관점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한 연구는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에 대한 지도 방안을

에 대한 것이다. 박교식, 송상헌, 임재훈(2004)은 예비

초등 교사들이 ‘


로 나누기’를 ‘2로 나누기’로 오해하

는 오류를 많이 보이며, 단위 비율의 결정, 곱셈의 역

연산으로서의 나눗셈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

함을 밝혔다. 김명운, 장경윤(2009)은 의미있는 분수

나눗셈 학습을 위해서는 맥락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분수의 나눗셈에서 포함제는 그 몫이 이산량인 경

우 남는 양이 발생할 수 있고, 연속량인 경우에는 분

수로 그 몫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원(2017)

은 소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적 연결성을 드러내어 지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완(2013)은 분수의

사칙계산 알고리즘은 위치적기수법과 관련성이 적으며,

오늘날의 실생활과의 관련성이 적은데 비해 ‘7.2÷2.4-

(


×0.4+


)과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소수와 분수

의 혼합 계산은 지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리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김창수 외, 2011; 박교식, 권석일, 2012;

김진환, 박교식, 2013; 강흥규, 2014; 최근배, 2015; 정

상태, 2016)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장에서는 본 논문의

초점인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

김창수 외(2011)는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두 가

지를 정하는 것은 결국 ‘몫’ 혹은 ‘나머지’ 하나의 결정

에 관한 문제로 보았다. 사실, 곱셈과 덧셈의 성질에

의해 나머지가 결정되면 몫은 나머지에 의해 결정되고,

몫이 결정되면 나머지가 결정된다(김창수 외, 2011,

p.310). 측정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나눌 수 없는 양을

계산상으로 나눈 몫은 공평하지도 않으며 현실과도 괴

리되므로, 나눗셈에서의 ‘등분’의 개념은 주어진 맥락의

측정단위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나머지를 다루

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나머지’를 ‘나누기를 공평

하게 완수한 후 남는 양’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한소수에서 ‘나머지’가 발생되는 나눗셈에서는 제수

와 피제수의 측정단위와 ‘몫’의 단위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15개의 사탕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몫은 얼마입니까?’라는

문제가 있을 때 사탕은 측정 단위가 ‘개’이다. 따라서

몫을 7.5개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러우며 7개씩 나누어

주고 1개가 남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몫은 7이며,

나머지는 1이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유한소수 나

눗셈에서 몫과 나머지가 성립함을 아래와 같이 수학적

으로 증명하였다.

임의의 두 양의 유한소수  에 대하여,

≤∙이고 min⊙ ⊙ ⊙이면서

 를 만족하는  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때

의 를 ‘나머지’라 하며, 를 ‘몫’이라 한다.(임의의 유

한소수 에 대하여, 의 소수점 아래 최저자리의 단위

값을 ⊙라 한다.) (김창수 외, 2011, p.324)

즉, 유한소수에서의 나눗셈 알고리즘은

 ×( 는 정수,     ≤  )로 나타내

어지며, 와 의 존재성과 유일함을 보임으로써 유한

소수에서의 나눗셈 알고리즘은 정수에서 확장 가능함

을 보였다.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나머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 


와 같은 표현을 제안하였다.

박교식, 권석일(2012)은 2007 개정 초등학교 수학 5

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소수 나눗셈에

서의 몫과 나머지를 명료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지적

하였다. 특히, (자연수)÷(자연수) 맥락과 관련해서만

‘몫’ 용어가 제시됨으로써,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만이 몫이다”는 관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를 구할 때의 몫은 자연수이고, 나머지는 유일하다’,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소수를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만 몫을 반올림한다’는 부적절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몫’ 용어를 (자

연수)÷(자연수) 맥락에서는 사용하지만 (소수)÷(자연

수), (자연수)÷(소수) 맥락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소

수)÷(소수) 맥락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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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도서에서는 사용하는 등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 용어 사용

의 개선 방안으로 “24÷2와 2.4÷2의 값을 비교하여 보

시오.”와 같은 표현보다는, “24를 2로 나눈 몫과 2.4를

2로 나눈 몫을 비교하여 보시오.”와 같이 ‘몫’ 용어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나눗셈의 결과

가 몫이며, 나눗셈의 결과를 반올림하여 나타낸 근삿

값 자체를 몫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

우 “몫을 자연수 부분, 또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나타

낸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머지’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몫을 어떻게 한정하

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제

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진환, 박교식(2013)은 정수 범위의 나눗셈 알고리

즘을 유리수 범위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두 유

리 수     에 대하여    ≤  을

만족하는 정수 와 유리수 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를 몫, 을 나머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 


에

대해 동수누감 절차를 통해 제수인 


보다 작고 0보

다 큰 나머지 


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몫은 6임을

보임으로써 유리수 범위의 나눗셈에서도 유일한 나머

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강흥규(2014)는 ‘나눗셈의 몫’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

른 맥락에서 사용되어 모순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  ⋯  에서 2가 몫인데 비하여,

÷  


에서 


이 몫으로, 서로 다르므로 모순이

다. 또한  × 에서 은 나머지(reminder)라고

하지만, 은 특별한 명칭이 없고, ‘quotient’는 나눗셈

이라는 연산 과정이 요약된 ‘하나의 수’를 의미하는 것

이지 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가 아니며, 자연수에만

한정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몫’ 용어

는 ‘몫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상황에서만 나머지와

구분된 나눗셈의 결과로 사용할 것과, ÷ 


에서

는 ÷의 ‘값’ 또는 ‘나눗셈의 값’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흥규(2016)에서는 몫과 나머지는

정수에서만 성립하며 소수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

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볼 때, 몫과 나머지는 유클리

드 정역(Euclidean domain(예를 들면 정수)에서만 성립

할 수 있는 법칙으로서, 나눗셈에 대하여 닫혀있는 체

(Field)로서의 소수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김

응태, 박승안, 1989; 김명운, 2009). 굳이 유클리드 정역

을 말하지 않더라도, 나눗셈이 수행을 소수 범위로 확

장하면 나머지가 0이 아닌 한 확장된 장제법을 적용하

여 나눗셈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나

눗셈을 중단하고 자연수에서처럼 몫과 나머지를 정의하

기가 곤란하다(강흥규, 2016, p.386).

최근배(2015)는 몫과 나머지의 문제는 정수 범위에

서만 성립하며 유리수 범위에서는 몫만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 예로, ‘길이가 11.5m인 실을 1.6m씩 잘라서

풍선을 묶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풍선을 묶고 남는

실은 몇 m인지 알아봅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28; 최근배, 2015에서 재인용)’라는 문제를 예로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문제는) 현실 상황이지만

(11.5÷1.6을 분수로 계산하는 방법과 나눗셈 알고리즘

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수학적 상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몫과 나머지의

문제는 정수 범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유리수 범위에

서는 몫만 있을 뿐 나머지는 없다(최근배, 2015, p.32)”.

정상태(2016)는 학생들이 몫과 나머지를 어떻게 인

식하는지 조사하였다. 특히 (자연수)÷(소수)의 경우

(자연수)÷(자연수)의 형태로 전환하여 몫의 소수점을

찍는 지도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6학년 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소수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해

를 검사하였다.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58÷1.4에 대해

몫과 나머지를 구분하여 답을 적게 한 문항에 대한 학

생 반응 분석 결과, 정답1)에 이른 학생은 전체의 6.7%

에 불과하였다. 오답으로 구분된 70개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몫을 41, 나머지를 6으로 응답한 학생이 36명

으로 51.4%에 해당하였고, 몫을 


또는 


, 나

머지를 기록하지 않은 학생이 6명(8.56%) 등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학생들이 소수 나눗

1) 몫과 나머지를 ‘구분하여’ 답할 때, 정답은 매우 다양하다.

몫 41과 나머지 0.6, 몫 41.4와 나머지 0.04, 몫 41.42와 나

머지 0.0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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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에서 소수점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생활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를 특정하기 곤란하므

로, 기존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나눗셈의 몫을 분수

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

구자는 세로 나눗셈을 통한 몫과 나머지 표현뿐만 아

니라 분수 형태로 몫과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위와 같이 파악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와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소수 나눗셈에서도 자연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몫과 나머지가 성립하는가?

․몫이 소수인 경우 몇째 자리까지를 몫으로 볼 것

이며, 이때의 나머지는 얼마인가?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낸 값은 ‘몫’인가?

이러한 논점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연구 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김창수 외(2011)는 유한소수 범위에서 나

눗셈의 몫과 나머지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증명하였다.

박교식, 권석일(2012)도 동일한 견지에서 나눗셈의 계

산 결과가 ‘몫’이며, 몫에 의해 상대적으로 ‘나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강흥규(2014; 2016)는

소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0이 아닌 한 장제법을 적

용하여 나눗셈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처럼 몫과 나머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며 몫과 나머지

는 정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하였다. 최근배(2015)

도 몫과 나머지는 수학적으로 정수 범위에서만 성립하

며 유리수 범위에서 ‘나머지’는 없다고 보았다. 즉, 수

학적으로는 몫과 나머지가 없으며 맥락적 상황에서 몫

과 나머지가 정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몫’, ‘나머

지’를 일차적인 계산값으로 보는 관점과 문제의 최종

적인 결과 값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즉, 김창수 외(2011)와 박교식, 권석일(2012)의 연구에

서는 ‘몫’, ‘나머지’를 일차적인 계산값으로 보는 반면,

강흥규(2014; 2016), 최근배(2015)에서는 ‘몫’, ‘나머지’

를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결과 값으로 보고 있다. 또

한, 나눗셈 정리(division algorithm) ‘자연수  에 대

하여   (단,    ≤  )를 성립시키는 

와 이 각각 유일하게 존재한다(강흥규, 2014; 최근배,

2015)’는 제수와 피제수를 자연수로 한정하고 있으므

로, 제수와 피제수가 자연수가 아닌 나눗셈에 대해 

와 이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소수 나눗셈에서도 ‘몫’과 ‘나머지’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물론 이 때의 ‘몫’과

‘나머지’는 유클리드 정역(정수)에서만 한정되지는 않

는다. 김창수 외(2011)에 따르면, 유리수 정역에서도

나눗셈의 결과로 와 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둘째, 몫이 소수인 경우 어디까지를 몫으로 보아야

하는가(이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나눗셈이 필요한 다양한 생활 맥락에서 합리

적인 결과로써 ‘몫’과 ‘나머지’를 취하는 것은 때때로

계산식에서의 ,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

대, 김창수 외(2011)가 제시한 포함제 문제 “[1] 무게가

1.75kg인 철봉의 길이를 재어 보았더니 0.5m였다. 이

철봉 m의 무게는 몇 kg인가?”, “[2] 1.75L의 우유를

0.5L씩 나누어주면 몇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가?”

를 살펴보자. 두 문제 모두   (단,

   ≤  )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식은

  ×으로서, 이 때의 유일한 와 은

각각 3.5와 0이다. 그러나 [1]에서 몫은 무게에 관련되

므로 ÷  에 의하여 유리수 범위에서 허용

되어 3.5kg이 된다. 반면, [2]에서의 몫은 사람 수에 관

련되므로 유리수가 될 수 없고 자연수 3(명)이여야 하

므로, ÷   ⋯ 다. [2]의 답인 3은 ‘몫’이라

고 지칭할 수 있는가? 결국, 몫이 소수인 경우 문제

맥락에 따라 답을 어디까지로(전체 또는 의 부분)

보고, 그에 따른 남는 양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김명운, 장경윤(2009), 김창수 외(2011)는 유리수

체(體)에서 나머지는 ‘나머지’라는 용어 대신에 ‘남는

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낸 값을 ‘몫’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박교식, 권석일(2012)에 따르면,

나눗셈의 결과가 몫이며, 나눗셈의 결과를 반올림하여

나타낸 근삿값 자체를 몫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즉,   (단,    ≤  )

에 의한 값은 ‘몫’이지만, 이를 반올림한 값은 ‘몫을

반올림한 값’이지,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논쟁점들은 나눗셈 알고리즘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논점과 개선 방안 107

  과 장제법을 사용한 계산에서  과 맥락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결과 값 및 그에 따라 남는

양을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로 환원된

다.

III. 관점의 일관성 정립과 교과서 개선

방안

‘몫’에 해당하는 영어 ‘quotient’는 Cambridge

Dictionary(2021)에 의하면 일상어로서는 “어떤 것의

특별한 정도 또는 양2)”으로서, “여럿으로 나누어진 각

부분(국립국어원, 1999) 또는 각 부분의 양(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몫’과

는 그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학 용어로서는

“나눗셈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몫’과 동일하게 쓰인다.

외국 수학교육 문헌에서 quotient의 사용을 살펴보면,

Bassarear(1997)는 “나눗셈은 이 0이 아닌 ∙ 

인 경우에 한하여 ÷ 로 정의되며, 를 피제수,

을 제수, 를 quotient라고 한다(p.123)”라고 쓰고 있

다. Beckmann(2008, p.290)는 “ 가 자연수, 분수,

소수인지에 상관없이 ÷ 나눗셈 문제에서 그 결과

를 quotient”라고 제시하였다. Deschamp, Evatt,

Munsey, Page, Palosuo, Preston, & van Zyl(2010)도

÷   로 제시하면서 여기서 10은

dividend, 처음의 3은 divisor, 두 번째의 3은 quotient

로 해설하고 있다. Cavangh(2000, p.185)도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제외한 나눗셈의 결과를

quotient로 제시하였다. 즉, 영어권에서도 quotient는 ’

몫’과 마찬가지로, 나눗셈의 결과를 의미하며,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제외한 나눗셈의 결과를 의

미한다. Fitzgerald(2011, p.114)는 소수의 나눗셈에서의

quotient를 언급하고 있다. 3.00÷8을 할 때, “피제수에

소수점을 적어 넣는다. 소수점을 quotient까지 곧바로

위로 적어 넣는다(Add a decimal point and zeros to

the dividend. Bring the decimal point straight up to

the quotient.)”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보았

을 때, 소수 나눗셈에서 quotient도 ‘몫’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에 있어서 모호함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명확한 기

2) a particular degree or amount of something

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몫’, ‘나머지’ 용어 사용의 일관

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한소수의 나눗셈에서 알

고리즘에 의한 나눗셈 결과인  과 계산 결과의 최

종적인 해석에서 최종적인 결과 값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몫’과 ‘나머지’로 단순히 지칭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유한소수의 나눗셈에서 제수가 단위

량이 되어 등분하는 경우에는 몫이 소수일 수 있다.

그러나 포함제의 경우는 결과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므

로 나눗셈의 결과가 소수라 하더라도 자연수 부분만을

최종적인 결과 값으로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한소

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에 관해 발생하는 논쟁점들

은    알고리즘에 의한 계산에서의  과 나

눗셈 문제 맥락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결과

(와 이에 따라 남는 양)를 동일시함으로 인해 발생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김진환, 박교식(2013)의 연구에 의해 정수 범위의

나눗셈 알고리즘이 유리수 범위로 확장될 수 있음이

뒷받침되며, 김창수 외(2011)에 의하여 유한소수 나눗

셈의 알고리즘   에서 는 ‘몫’이고 은 ‘나머

지’ 이다(단,    ≤  ). 박교식, 권석일(2012)

에 따르면 나눗셈의 결과가 ‘몫’이며, 나눗셈의 결과를

반올림하여 나타낸 값은 몫이 아니다. 이를 통하여, 소

수의 나눗셈에서 탈맥락화된 알고리즘에 의한 계산 결

과인 와 이 각각 ‘몫’과 ‘나머지’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계산 결과를 포함제 맥락에 맞게 자연수 부

분까지 취한 값이라든가, 소수 몇째 자리까지 나타낸

값은 ‘몫’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문제 맥락에 따라 와 같거나 적은 최종적인 ‘결과

값’과 결과 값을 취한 후 ‘남는 양’이다. ‘결과 값’과 ‘남

는 양’은 각각 ‘몫’, ‘나머지’ 용어와 구분하여 지칭할

수 있다. 이를 일종의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1] 소수 나눗셈 알고리즘   에서 는

‘몫’이고 은 ‘나머지’이다(단,  ≤  ).

[기준 2] 문제 맥락에 따라 와 같거나 적은 양을 최
종적인 ‘결과 값’으로, 결과 값을 취한 후의 잔

여량을 ‘남는 양’으로 지칭한다. (‘결과 값’과 ‘남

는 양’은 , 과 구분하며 ‘몫’, ‘나머지’로 지칭

하지 않는다.)

(보조 기준 1) 소수 나눗셈의 몫 를 반올림하여 나
타낸 근삿값은 ‘몫’이 아니며 ‘결과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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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문제에서 6.4를 2로 나누

면 나눗셈에 의해 몫은 3.2, 나머지는 0이지만, 이를

문제의 맥락 즉, 포함제 맥락에 맞게 구한 결과 값은

3, 이에 따라 남는 양은 0.4L이다.

물 6.4L를 한 사람에 2L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

다. 몇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이 때 남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 ⇒   ×
몫 ↵  나머지      결과 값 ↵  남는 양

∙답: 3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남는 물의 양은

0.4L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맥락 문제에서는 나눗셈 계

산에 의한 몫에서 어디까지를 맥락에 맞게 결과 값으

로 취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에 따라 남는 양을 정하

면 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하면서도

‘몫’, ‘나머지’ 용어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는 “24를 2로

나눈 몫과 2.4를 2로 나눈 몫을 비교하여 보시오.”와

같이 ‘몫’ 용어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안한 박교식,

권석일(2012)의 관점과 일치한다. 또한 맥락 문제에서

의 ‘결과 값’과 ‘남는 양’을 용어로 강조하지 않고 맥락

에서의 값들의 속성을 직접 언급하면, 학생들 입장에

서 탈맥락화가 덜 되기 때문에 이해가 용이하다.

이상과 같이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용어에

대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소수 나눗셈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에서 나눗셈은 자연수의 등분제와 포함제 맥락으로 도

입된다. 등분제는 전체의 양을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

누었을 때 한 부분이 차지하는 양을 구하는 나눗셈이

다. 포함제는 전체의 양을 일정한 양으로 나누었을 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지 부분의 수를 구하는

나눗셈이다.

나눗셈은 [표 1]과 같이 3학년 1학기에서 나머지가

없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부터 다루어진다. ‘몫’은 3학

년 1학기의 자연수의 나눗셈([그림 1])에서, ‘나머지’는

3학년 2학기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인 몫이

구해지고 남는 수로 제시된다. 6학년 1학기, 6학년 2학

기의 소수의 나눗셈이 제시되며, 3학년 2학기에서 자

연수의 나눗셈을 세로식으로 쓰는 방법을 다루면서 세

로식에서 몫의 위치를 다시 제시([그림 2])하는 것을

제외하면, 수의 확장에 따라 ‘몫’과 ‘나머지’는 다시 정

의되지 않는다.

학기 세부 내용

3-1 나머지가 없는 (자연수)÷(자연수)

3-2 나머지가 있는 (자연수)÷(자연수)

4-1 나머지가 없는 (자연수)÷(자연수)

6-1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자연수)

※ 예: 1.32÷2=0.66

몫이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

연수)÷(자연수)

※ 예: 5÷4=1.25

6-2

(소수)÷(소수)

(자연수)÷(소수)

몫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에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표 1] 2015 개정 교과서의 소수 나눗셈 관련 내용

[Table 1] Contents related division of decimals of 2015

revised Math textbook

[그림 1] ‘몫’ 도입(교육부, 2019a, p.52)

[Fig. 1] Introduction of ‘quotient’ (MoE, 2019b, p.52)

[그림 2] ‘나머지’ 도입(교육부, 2018, p.43)

[Fig. 2] Introduction of ‘reminder’ (MoE, 2018, p.43)

앞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해 [6-1], [6-2] 교과서, 익

힘책에서 ‘몫’ 용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맥락적 상황

에서는 ‘몫’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맥락에 맞는 값의

속성 자체를 지칭하였다. [6-1]에서는 ‘한 명이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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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리본은 몇 m인가요?(p.52)’와 같이 제시([그림

3])하며, [6-2]에서도 ‘확대 복사 한 사진의 가로는 원

래 사진의 가로의 몇 배인가요?(p.37)’와 같이 제시한

다. 반면, 수학적 상황 즉, 계산식이나 알고리즘 자체

를 다룰 때에는 ‘몫’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6-1]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자연수)

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6-2]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

요’와 같이 차시명과 맥락이 배재된 계산 상황에서 ‘~

몫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세요([그

림 3] 아래)’와 같이 ‘몫’ 용어를 직접 사용한다.

이와 다르게 수학적 상황에서 ‘몫’ 대신 값의 속성을

제시하거나, 맥락적 상황에서 ‘몫’이라고 제시되는 경우

가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 교과서와 익힘책에서는 수

학적 상황에서는 ‘몫’으로 제시하며 맥락적 상황에서는

값의 속성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었다.

나머지가 있는 소수의 나눗셈은 유일하게 [6-2]에서

‘나누어 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까요’ 차시(교육부,

2019d, pp.42-43)에서 ‘(소수)÷(자연수)’ 맥락에서만 다

루고 있다. 차시명에서도 ‘나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

지 않고 ‘나누어 주고 남는 양’으로 표현하며, 문제와

활동 지시어에서도 ‘나누어 주고 남는 페인트’, ‘(나누

어 주고) 남는 물의 양’, ‘남는 리본의 길이’ 등과 같이

‘나머지’ 표현을 매우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원래 나눗셈의 몫은 자연수가 포함된 소수인데, 다

루는 나눗셈 맥락에 의하여 취하게 되는 결과 값은 자

연수 부분이 된다. 즉, 앞에서 제안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수의 나눗셈을 수학적으로 끝까지 완수한

결과로서의 ‘나머지’가 아니라, 문제 맥락에 따라 남는

양을 다루기 때문에 ‘남는 양’이라는 표현을 ‘나머지’와

구분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사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피제수가 소수이고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간단히 다루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

여금 맥락에 알맞은 결과 값을 취하고, 이에 따라 남

는 양을 정하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제수가 소수인

‘남는 양’이 있는 맥락을 다루어보게 할 수 있다. 가령,

‘14.7m의 리본이 있습니다. 기둥 사이에 4.2m씩 붙인다

면 몇 곳에 붙일 수 있습니까?’와 같은 맥락의 문제는

계산에 의하여 ÷  라는 몫을 얻지만, 맥락

에 알맞은 ‘결과 값’은 3(곳)이고, ‘남는 양’은 0.5m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제수가 자연수이고 제수가

자연수이거나 소수인 경우도 다루어 볼 수 있으며, 때

로는 몫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루게 할 수

있다.

[그림 3] 맥락적 상황과 수학적 상황에서의 ‘몫’ 표현

(교육부, 2019b, pp.52-53)

[Fig. 3] Expressions for ‘quotient’ in contextual and

mathematical conditions(MoE, 2019b,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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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몫을 반올림하는 소수 나눗셈 문제(교육부,

2019e, p.29)

[Fig. 4] Problem for division of decimal with rounding

the quotiont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경우는 [6-2] 2.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차시에서 다루고 있으며, 교과서와 익힘책 모두 몫이

무한소수(순환소수)인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그러나, 몫을 반올림하는 것은 끝이 나지 않는 무

한소수 몫이 나올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의 맥락

에 따라 올릴지, 버릴지, 반올림할지 또는 무한소수 또

는 유한소수인 몫의 소수 몇째 자리까지의 결과를 원

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처리 방법이다. 예컨대,

10÷2.4의 계산 결과는 맥락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정상태(2016)가 제시하

였듯이, ‘10달러가 있다. 2.4달러짜리 빵을 산다면 몇

개 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시된다면 4개의 빵을

살 수 있고, 이 경우 나머지를 ‘버림’ 하는 상황에 해당

한다. ‘10리터의 물을 2.4리터짜리 물통에 담는다면, 통

은 몇 개 필요한가?’의 문제에서는 5개의 물통이 필요

하게 되며, ‘올림’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10달러가 있

다. 2.4달러짜리 빵을 산다면 몇 개 살 수 있고, 거스

름돈은 얼마 남는가?’의 문제를 통해서는 자연수 몫을

구한 후 남는 수는 모두 나머지로 간주해야 한다. 또

한, 몫이 유한소수이더라도 원하는 결과 값의 범위에

맞게 반올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2] 익힘책 29쪽의 5번 문제를 변형하여

‘번개가 친 곳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는 번개가 친 지

약 1분 뒤에 천둥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번개가 친

곳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는 번개가 친 지 몇 분 뒤

에 천둥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값으로 구해보세요.’와 같은 문

제는 ÷  인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0.6초(즉, 36초)라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일본

교과서 5-2(啓林館, 2014)에서도 ÷의 몫 5.625를

일의 자리까지의 값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몫을 반올림하여 일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

세요’와 같은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몫’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것

을 반올림하여 나타낸 수를 지칭하는 표현이 별도로

없다보니, 몫을 반올림하여 일의 자리까지 무엇을 나

타내어 보라는 것인지 문장의 구성이 불완전하게 제시

되어 있으며, ‘몫’이라는 표현이 나눗셈의 결과로서와

그것을 반올림한 값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만약 ‘몫’과 근삿값을 구분하여 표현한

다면, ‘몫을 반올림한 값을 일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

세요’와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

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분석하고 이

를 종합하였다. 나눗셈 알고리즘   ×에 의한

소수 나눗셈의 결과  을 ‘몫’, ‘나머지’로 보며, 이를

문제 상황의 문맥에 따라 와 같거나 작은 양을 합리

적인 ‘결과 값’으로, 결과 값을 취하고 잔여량을 ‘남는

양’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결과 값과 남는 양

은 , 과 구분하여 ‘몫’, ‘나머지’라고 지칭하지 않되,

‘결과 값’, ‘남는 양’을 가급적 용어로써 강조하지 않으

며, 를 반올림하여 나타낸 근삿값도 ‘몫’으로 지칭하

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

과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6-1], [6-2] 교과서에서 수학적 상황이나 계산식,

알고리즘 자체에서 를 다룰 때에는 ‘몫’ 용어를 사용

하고, 맥락적 상황에서는 맥락에 맞는 값의 속성을 제

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가 있는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라는 용

어 사용을 피하고 나눗셈 맥락에 의해 ‘나누어 주고

남는 양’, ‘남는 리본의 길이’ 등으로 맥락에 맞는 값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제수가 소수이고

제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다루고 있어, 맥락에 알맞은

결과 값을 취하고 이에 따라 남는 양을 정할 수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제수가 소수인 ‘남는 양’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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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다루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경우는 다양한 문제 맥

락을 통해 몫을 올림, 버림, 반올림 중 어떻게 처리하

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몫이 무한소수(순환소수)인 경우만

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몫을 반올림하는 것은 문제 맥

락에 따라 몫의 소수 몇째 자리까지의 결과를 원하는

지에 따라서도 반올림할 필요가 생기므로, 몫이 유한

소수이더라도 원하는 결과 값의 범위에 맞게 반올림하

는 경우도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몫을 반올림하여 일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와

같은 표현은 몫을 반올림하여 일의 자리까지 무엇을

나타내어 보라는 것인지 문장의 구성이 불완전하게 제

시되기 때문에 여기서 ‘몫’이라는 표현이 나눗셈의 결

과로서와 그것을 반올림한 값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몫을 반올림하여 일의

자리까지 나타낸 값을 구해보세요’와 같은 표현을 제

안하였다.

지금까지 소수 나눗셈에서 그 의미가 모호했던 ‘몫’,

‘나머지’를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일관성을

정립하고, 초등학교 수학에서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

머지’ 지도 시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이밖

에도 소수 나눗셈 지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전적으

로 몇 가지 더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에서 소수 나눗셈을 다룰 때 ‘몫’과 ‘나

머지’를 명확히 정의 또는 안내할 필요가 있다. 김창수

외(2011, p.310)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유한소수에서의

‘몫’과 ‘나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정수에서의 나눗셈 알고리즘을 유한소수에

서도 그대로 적용해 옴으로써 그동안 많은 혼란이 이

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밝혔듯이, 유

한소수 나눗셈의 지도 상황에서는 ‘몫’과 ‘나머지’ 뿐만

아니라 ‘결과 값’과 ‘남는 양’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개념들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도록 교과서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 나눗셈에서는 계산 결과로 합리적인 결

과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계산 결과에

만 집중하고 연산이 가지는 의미의 가치를 간과하면,

일반적인 수학 지식으로 의미 있는 정립과는 거리가

먼 고립된 기교로 귀착될 수 있다(Gravemeijer &

Galen, 2003; 김진환 외, 2013에서 재인용). 예컨대, 소

수 나눗셈의 포함제 맥락에서 계산 결과, 몫이 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3명’, ‘3묶음’ 등 결과 값을 자연수까

지로 취하고, 그에 따라 피제수에서의 잔여량을 남는

양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눗셈 계산으로

얻어진 몫을 올림, 버림, 반올림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 값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학 용어를 일상용어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김창수 외(2011), 최근배

(2015) 등도 일상용어를 수학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좀 더 엄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우리나라에서 ‘몫’, ‘나머지’를 수학 용어로써 사

용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몫’은 수학 용어이기 이전

에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표준국어대사전,

2021)’을 의미하는 일상용어로서, 등분제의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포함제와 단위비율의 결정맥락에 의한 결

과와는 그 일상적 의미가 어긋나며, 이에 따른 학생들

의 개념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머지’

또한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표준국어대사전,

2021)’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표준

국어대사전, 2021)’이라는 일상적 의미를 가진다. 일본

교과서(啓林館, 2014; 学校図書, 2015)에서는 나눗셈 알

고리즘에서 ‘몫’에 해당하는 용어를 ‘商(장사 상)’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

누어서 얻은 수((주)오픈마인드, 2021)’로서 일상용어와

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당시의 수학교과서인 정선산학(精選算學)에서도 장제

법에서 몫에 해당되는 수를 “商數”로 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

지’에 대한 모호한 관점을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통해

정리하고 지도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후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참고

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수학에서 모호한 개

념과 용어들을 명확히 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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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Quotient and the Reminder of the Decimal Divis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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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recognized the problems with the use of the terms 'quotient' and 'reminder' in the 
division of decimal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them. The prior studies and current textbooks 
critically analyzed because each researcher has different views on the use of the terms 'quotient' and 
'reminder' because of the same view of the values in the division calcul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 proposed to view the result '' and '' of division of decimals by division algorithms   × as 
'quotient' and 'reminder', and the amount equal to or smaller to  the problem context as a final 'result 
value' and the residual value as ‘remained value’. It was also proposed that the approximate value 
represented by rounding the quotient should not be referred to as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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