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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첨단 과학 기술은 생활의 편

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이 계산 도구의 발전

에도 도움을 주어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

된 계산기를 수학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다. 산업

사회까지만 해도 주된 계산 도구였던 주판은 이

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 자리를 계산기와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의 계산 도

구였던 격자 막대는 1617년 Napier에 의해 만들

어졌고, 1642년에 Pascal의 덧셈 기계의 발명과 

1972년에 Hewlett Packard사에서 처음 휴대용 전

자계산기를 만든 이후, 오늘날에는 각종 기호와 

수식은 물론 다양한 그래프 표현까지 가능한 고

성능 계산기가 과학, 공학 등 사회의 여러 분야

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이하, NCTM)(1980)의 “Agenda for Action;

Recommendations for School Mathematics of the

1980”의 3번 항목에서 “수학 프로그램은 모든 

학년에서 계산기와 컴퓨터의 힘을 최대한 활용

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다. 또,

NCTM(2000)에서 2000년대 학교수학의 지향점으

로 “학교 수학에 대한 원리와 규준(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의 수학 교수 

프로그램 원리에서 ‘기술공학의 원리’를 언급하

였다. 여기에서 수학 교수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

들의 수학 이해에 도움을 주고, 수학 학습에서 

계산기와 컴퓨터 같은 공학적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였다. 그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

(Bell, 1980; Suydam, 1983; Hembree & Dessart,

1986; Brolin, 1987)에 의하여 수학 학습에서 계

산기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하였다.

van de Walle(1998)는 앞으로 교육공학의 발달

로 초보적 수준의 계산 기능은 점차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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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과 성취기준에 따른 계산기의 활용 방안

안 병 곤*

우리나라의 초등 수학 교육에서 계산기의 활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제 6차 교

육과정이 처음이다. 그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초기보다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 상황을 보면 아직은 미흡하고 활용에 대한 안내는 매우 부족한 편이

다. 특히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관련 연구는 찾지 못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 변화 속에서 발표된 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들의 내용

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계산기 활

용방안으로 제시한 복잡한 계산, 수학적 개념, 수학적 원리ㆍ법칙, 문제해결 지도의 4가

지에 대하여 적합한 성취기준을 찾아서, 그 성취기준에 알맞은 교과서의 단원과 차시별 

학습내용에서 활용 과정을 제시하여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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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대신 수학적 아이디어의 계발에 도움을 주

는 새로운 교수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계산기나 컴퓨터 

같은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학

교육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 수학 교육에서 계산기의 활용(이

하, 계산기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1970년대 

초에 휴대용 계산기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시

작되어 1975년 이후에는 NCTM과 수학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나 연구에서 계산기의 활용을 강

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연구의 초기에는 초등 수

학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하여 우려 했던 수학의 

기초 기능인 지필 알고리즘에 대한 약화와 학력 

저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이제는 많이 줄여

들고 있고, 외국에서의 계산기 활용은 보다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산기의 활용 사례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이

형미, 2016)에 초등학교 교과서 Harcourt Math

(2002)를 보면 저학년부터 계산기를 활용하고 있

고, 네덜란드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활용하

며, 일본의 경우는 수학 교육과정에서 정보화 사

회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기초적인 자질을 기른

다는 관점에서 사칙 연산의 계산 원리를 학습한 

후에 그의 활용에 초점을 두는 5학년부터 활용

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남승인 외, 2003a)

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 수학에

서 계산기의 활용을 처음으로 제시한 6차 교육

과정 이후의 5번의 교육과정의 학회지에 게재된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1)를 조

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

육과정(이하, 2015 교육과정)에서 계산기 활용방

안으로 제시한 복잡한 계산, 수학적 개념, 수학

적 원리ㆍ법칙, 문제해결의 4가지에 대하여, 각

각의 적합한 성취기준을 찾아서 교과서의 관련 

단원의 차시별 학습 내용지도에 알맞은 활용 과

정을 제시하였다.

II.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2)의

활용

1. 외국의 수학 교육에서 계산기의 활용

미국의 수학 교과서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NCTM(1980)에서 계산기와 

컴퓨터를 수학학습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공식

적으로 언급을 한 이래, 4단계로 사용되고 있다

(남승인 외, 2003a)고 하였다. 먼저, 1단계(l980년

대 중반)에서는 수학 교육의 도구로 계산기와 

컴퓨터 활용에 대한 권고에 따라서 교과서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계산기 사용과 사용법을 

간략히 다루었다. 2단계(1980년대 말)에서는 각 

단원의 말미에 계산기의 사용법과 계산기로 해

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3단계(1980년

대 말~1990년대 초)에서는 계산기의 도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부분

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자

리 나눗셈은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동하고, 필

산을 이용한 세 자리 나눗셈은 삭제하였다. 유치

원부터 모든 학년에서 계산기를 활용하고, 수학 

1) 학회지는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한국수학교육학회지의 <수학교육>, <수학교육눈문집>, <수학교육학술
지>, <초등수학교육>, 대한수학교육학회지의 <대한수학교육학회논문집>와 <학교수학>의 7개 학회지에 
게재된 17개의 논문을 주로 하였고, 박사학위논문 1편과 석사학논문 2편을 참고하였다.

2) 계산기의 종류(안병곤, 2003. p. 2)는 소수와 분수까지 다루는 Arithmetic calculator, 전문 수학이나 공학용
인 Scientific calculator, 그래픽 기능을 갖춘 Graphic and Symbolics calculator,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Hand-held calculator가 있다. 이 논문에서 계산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칙연산이 가능
한 Hand-held calculator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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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수와 연산 영역 외에 측

정, 규칙성과 함수 등의 영역에서도 계산기를 활

용하여 수학적 개념과 원리ㆍ법칙 그리고 문제

해결에 사용하였다. 4단계(2000년 이후)에서는 

다른 교구와 함께 수학적 개념, 원리ㆍ법칙의 학

습 그리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유용하고 효율적

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계산기의 활용은 초등학교 3학년부

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남승인․권해름, 1998)

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교(8~12세) 수학 시

간에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89년에 수

학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5세~16세까지의 교

육과정인 제 2단계교육(6~7세)에서 계산 도구로 

사용하고, 제 3단계 교육(7~8세)에서는 수 영역

에서 사용하고, 제 4단계에서는 초등 단계에서 

계산의 정확성을 기할 때와 문제해결 그리고 필

산을 통한 계산 기능의 습득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계산기 사용(남승인․권해름, 1998)

은 제 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계산에 따른 

학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계산기 사용을 허

용한다.”로 소극적이었으나, 제 6차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큰 수를 많이 취급하는 장면이나 소

수의 곱셈 및 나눗셈에서 계산 법칙이 성립하는

지의 확인 과정 등에서 계산에 따른 부담의 축

소와 지도 효과를 높이고, 계산으로 인한 소비 

시간을 다른 수학적 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5학년 

이후부터 주판 또는 계산기의 적절한 사용을 적

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외국의 수학 수업에서 계산기의 허용에 대한 

국가별 상황(남승인ㆍ김옥경, 1998)을 보면 다음

과 같다.

<표 II-1>외국의 국가별 계산기의 허용 상황

위의 <표 II-1>을 보면 외국에서 계산기의 제

공이나 사용 등은 나라마다 다양하였으나, 공통

적 특징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을 허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금지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 외국의 초등 수학 교육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는 1979년에 시작하여, 그 이후 1980년

부터 1990년 사이에 많았다(박교식, 1997)고 하

였다. 이 시기에 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자들과 

그들이 제시한 주요 내용(박교식, 1997; 박교식,

1998; 남승인 외, 2003a; 강영란, 2013)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연구자(연도) 주요 내용

Wheatley et

al(1979)

․2-6학년 학생들은 필산 능력이 
저하되지 않음

Connor(1980)

․2학년, 4학년은 성취도에 유의미
한 차는 없었지만, 유치원은 유
의미 차이가 있음

McNicol &

LeMaistre

(1981)

․문제해결전략 수립, 표의 정보 
조직, 부적절한 정보 재진술, 연
산 선택과 관련 기초 기능 발달
에 도움

McNicol(1985)
․1학년 학생 연구에서 문제해결에 
도움, 자신감 증가

Dessart(1986)
․문제적 상황 만들기와 개념 개발
에 도움

<표 II-2> 외국의 계산기 활용 연구자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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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II-2>를 보면 외국에서 계산기의 활

용은 모든 학년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산

기 활용으로 학생들의 수 개념의 기초 기능과 

연산 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

고, 수학적 성향과 자신감 그리고 호기심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영란(2014b)의 계산

기 활용에 대한 연구를 보면 TIMSS의 수학 성

적이 상위권에 있는 다섯 나라 중에서 벨기에,

한국, 일본은 계산기를 수업 시간에 전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조적으로 성취가 낮

은 11개 중의 10개 나라는 거의 매일 계산기를 

활용한다(p. 66)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육과정에서 계

산기의 활용

우리나라의 초등 수학 교육에서 계산기의 활

용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이후,

2015 교육과정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

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변화 과정에

서 나타난 계산기 활용에 대한 내용과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6차 교육과정(교육부, 1994)에서는 초

등학교 교과명 ‘산수’를 ‘수학’으로 바꾸었고, 초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계산기 사용을 처

음으로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기능

숙달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문제해결력

신장으로 돌려야 한다(교육부, 1994, p. 214).”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계산기 활용은 학생

들이 복잡한 계산 기능 숙달에 걸린 시간과 노

력을 줄여서 문제해결력 신장에 활용하기를 기

대하며 단순하게 제시하였다. 또, 이 시기의 초

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는 모두 2

편(김진수․정창현, 1995; 박교식, 1997)으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3>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연구자와 

주요 내용

Hembree &

Dessart

(1986)

․4학년 제외한 학생들의 수의 기
초 기능, 연산 능력, 문제해결 능
력 향상, 높은 성취도, 수학성향
과 호기심 향상

Brolin(1987)

․4-6학년에서 기본적 개념 이해력
과 바른 연산자 선택, 어림셈과 
암산기능 숙달에 도움

Woodward &

Gibbs(1990)

․5학년의 최소공배수 찾기에 활
용, 수학 학습 동기 부여

Van Devender &

Rice (1984).

Williams(1987)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도움

Stacey &

Groves(1994)

․탐구 환경 풍부한 계산, 수세기 
도구, 수 체계 이해, 문제해결에
서 적절한 연산 찾는 능력 우수

Groves &

Stacey(1998)

․계산기 활용은 수 감각과 암산 
능력 향상

Hembree &

Dessart(1992)
․문제해결 능력 향상

Charles(1999) ․일반화와 추론 능력 향상

Ellington(2003)

․계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수학
적 개념, 기능과 연산 향상, 최소 
9주 이상 사용시 학업 성취와 수
학적 성향에 긍정적

McCauliff(2004),

Surgenor(2007)
․계산 능력 감소, 계산 의존 증가

연구자
(연도)

주요 내용 

김진수․
정창현
(1995)

․계산기 활용수업이 기존 수업보다 학
업 성취도가 높음

박교식
(1997)

․계산기 활용 과정을 ‘환경조성→정책수
립→이행’의 3단계 제시, 단계별 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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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을 보면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

을 처음 발표한 김진수ㆍ정창현(1995)은 계산기 

사용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

였고, 박교식(1997)은 계산기 활용에 대한 정책

당국의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는 외국보다는 16년 정도 늦게 시작하였음 

알 수 있다.

다음, 제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9)에서는 수

판셈이 삭제되었고, 계산기 활용에 대하여 6차 

교육과정보다 더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계산 능력 배양이 목표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계산,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의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 등에는 가능하면 계산기 같

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교

육부, 1999, p. 15).”

특히,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의 활용은 최소한

의 계산 기능과 그 원리를 완전히 습득한 경우

에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하여 문제 해결 학습

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

기의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 조작물의 사용을 

추가하고, 활용의 범위도 수학적 개념, 수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신장의 3가지를 더 보완

하였으며, 계산기 사용 시기와 기초 기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활용은 수학 

교과서 5-나-7.자료의 표현3)에서 평균 구하기(p.

112, p. 119)와 6-나-4.원과 원기둥에서 원의 넓이

와 부피 구하기(pp. 69-70)에 처음으로 교과서에 

계산기 활용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계산기 활

용을 보면 평균이나 원의 넓이나 부피에 대한 

수학적 개념 학습 후에 이를 활용하는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 보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계산기 활용에 대하여도 교과

서에 ‘(계산기 활용)’이나 ‘계산기 아이콘’ 제시 

정도의 소극적인 활용이었다.

이 시기의 연구들(안병곤․김용태, 1998; 남승

인․권해름, 1998; 남승인․김옥경, 1998; 박교식,

1998; 권세화 외, 1999; 안병곤, 2005)은 모두 9편

으로 가장 많았고, 각 연구자와 연구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3) ‘5-나-7.자료의 표현’은 5학년 나 단계 7단원 자료의 표현을 의미함(이하, 같은 유형은 동일)

연구자
(연도)

주요 내용

안병곤ㆍ
김용태
(1998)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은 문제해결
력 향상에 도움.

남승인․
권해름
(1998)

․계산기의 수학 학습 도구 사용에 교사 
23.7%, 학부모 11.2%만 찬성, 반대 이유
는 암산이나 어림셈 능력 하락(24.7%),

수학적 가치의 잘못 이해(19.4%).

남승인․
김옥경
(1998)

․교구의 잠재성, 연산자 의미와 기능, 문
제 장면에 적절한 연산자 선택, 계산 방
법(지필, 암산, 계산기) 선택, 일정한 수
준의 어림셈, 암산 능력에 도움, 교사 
신념 중요

박교식
(1998)

․사칙 계산용 계산기 사용 논의, 필산,

암산, 어림셈이 활용되는 문제들과 비교
하며 계산기 활용의 구체적 활용 방안 
안내

권세화 
외(1999)

․계산기 활용의 구체적인 예 제시와 개
념 이해, 문제해결력과 추론력, 수학적 
태도의 향상에 도움

안병곤 
외(2000)

․수학적 개념 형성, 원리ㆍ법칙 발견, 문
제해결의 3가지 유형 문제와 개념형성,

원리ㆍ법칙 발견, 계산 법칙, 규칙성과 
추론, 문제 해결 교수ㆍ학습 모형 개발

남승인 
외

(2003a)

․개념발달, 어림산, 지필계산력 신장, 연
산자 결정, 계산 법칙과 순서알기, 미지
수 구하기, 사고와 형식적 사고와 행동,

실제 문제 장면이나 통계적 자료 활용,

<표 II-4> 제 7차 교육과정시기의 계산기 활용

연구자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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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를 보면 계산기를 실제 수업에 활용

하여 나타난 효과로 수학적 개념 형성, 원리ㆍ법

칙 발견, 연산자 결정, 문제해결력 향상, 어림,

패턴 찾기와 추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교육과정의 연

구에 더하여 수학적 개념, 원리ㆍ법칙 이해, 문

제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06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4)에

서는 7차 교육과정에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다양

한 교구까지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경우의 

복잡한 계산 수행,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의 

이해, 문제해결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계산기, 컴

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 p. 133).”

이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계산기 사용에 대하여 언급

하였고, 지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학적 사고

력과 창의적 사고력은 제외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류성림, 2010)는 1편으로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산기의 역할 내용 설명

․표현하기

․다양한 기호와 그래프 포함한 
수학적 양과 아이디어 표현에 
사용, 물리적 모델과 수학적 언
어 연결시키기

․문제나 방정식 
해결하기

․문제와 방정식 풀이에 사용

․개념적 이해 계발,

발표하기
․수학적 아이디어의 개념지식 형
성이나 개념 이해에 사용

․분석하기
․자료 이해, 예측이나 관계 파악
이나 해석, 비교에 사용

․계산이나 어림하
기

․계산과 어림에 사용

․서술, 설명, 정당
화, 이유 말하기

․전략 서술과 이유 설명, 수학적 
사고 정당화에 사용

․적절한 계산방법
을 선택하기

․암산할지, 계산기 사용할지, 지
필 계산할 것인지 결정

․계산기 답의 적
절성 결정하기

․계산기 사용하여 얻은 답이 적
절한지 결정하기

<표 II-5> 제 6차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계산기 역할과 내용설명

<표 II-5>를 보면 미국의 23개 주의 교육과정

에서 계산기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하, 2009 교육과정)에서 

계산기의 활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복잡한 계산 수행,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36).”

이 교육과정에서는 계산기 활용에 대하여 이

전의 ‘~할 수 있다.’를 ‘~활용한다.’로 보다 강화

된 표현을 하였고,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서 

4) 수학 및 영어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2006년 8월29일자로 개정 고시되어 2006 개정 교육과정이라 
한다. 또, 제 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지만 개정의 기본 방향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동일하므로 분
리시켜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p. 6),

측정, 수학적 사고력(추론) 신장, 문제해
결학습 강화

남승인 외
(2003b)

․6학년 140명(10차시 조사) 학업성취도는 
유의수준 5%에서 효과, 학습 태도는 유
의수준 10%에서 유의미

안병곤
(2005)

․수 감각과 수학적 개념, 문제해결, 패턴 
찾기와 추론능력과 학업성취도 향상. 특
히 패턴 찾기와 추론능력 향상에 매우 
긍정적, 복잡한 계산과정과 어림값에 의
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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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

였다.

학년군 영역 계산기 활용 내용

3-4

수와 
연산

⑥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하기 전에 
계산 결과 어림, 어림한 값을 계산기
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다(p.

16)

규칙성
①규칙적인 계산식 배열에서 계산 결
과의 규칙을 찾는 활동에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p. 20).

5-6

수와 
연산

⑤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복잡한 계
산은 계산기 사용한다(p. 22)

측정
④측정 활동이나 원의 넓이, 겉넓이,

부피 등을 구할 때 복잡한 계산은 계
산기를 사용한다(p. 24).

<표 II-6> 2009 교육과정에서 계산기 활용 

<표 II-6>의 내용을 보면 계산기의 활용은 어

림, 규칙 찾기, 복잡한 계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2009

교육과정에서 초등수학 교과서와 지도서에서 실

제 활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교과서에서는 ‘계

산기를 이용하시오’와 같은 방법 8회, 지도서에

는 준비물로 23회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구체적

인 단원과 활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7> 2009 교과서에서 계산기 활용

학년
학기

단원 계산기 활용 내용

3-2 1.곱셈 ․932×3 계산 알아보기

4-1 2.곱셈 ․곱과 몫을 어림하기

5-2
5.여러가지
단위

․1ha 보다 더 큰 단위 알아보기
․문제해결(동물원의 넓이).

6-1 4.비와비율 ․잘 했는지 알아봅시다

6-2 5.원의넓이 ․원주율 구하기와․지름 구하기

<표 II-7>을 보면 계산기 활용은 어림하기와 

큰 단위의 계산 그리고 원주율과 지름구하기와 

같은 복잡한 계산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복잡한 계산에서 주로 활

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교육과정의 운영시기의 연구(강영란, 2013;

강영란, 2014a; 강영란․조정수, 2015; 이화영・
장경윤, 2015; 김진환․강영란, 2016)는 5편으로 

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연도)

주요 내용

강영란
(2013)

․TI-73 계산기를 활용한 초등 5학년 
수학 영재 학급의 수업 분석

강영란
(2014a)

․초등 5학년 수학 영재 학급(8명 대
상)에서 정비례 수업의 질적 자료
를 바탕으로 행위 분석

강영란․조
정수(2015)

․초등 5학년 수학 영재 학생의 미시
적 문화기술지 활용한 질적 연구,

교사의 도구적 오케스트레이션 활
동의 이론적 분석 

장경윤․이
화영(2015)

․인지적 도구로 사칙계산기로 0이 
포함된 곱셈, 사칙혼합 계산, 괄호
가 있는 계산, 소수 곱셈에 대한 
접근 방식 연구

김진환․강
영란(2016)

․5학년 영재반 수업에서 TI-73 그래
핑 계산기로, Pick의 공식 찾기에서 
논증과 논증활동 특성연구

<표 II-8> 2009 교육과정 시기의 연구자와 

주요 내용

<표 II-8>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사칙계산용

의 일반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 수학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핑 계산기와 같은 고성

능 계산기나 학습용 계산기의 사용에 대한 연구

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는 소수 연구자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초등 수학 교육

에서 계산기의 활용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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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교육과정까지 5번의 

교육과정의 변화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계산기 활용에 대한 변화된 내용을 알아보고, 교

또, 계산기 활용에 대하여 성취기준의 <교수ㆍ학

습상의 유의점>에 영역별 활용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년
군

영역 계산기 활용과 관련 내용

3-4

수와 
연산

“자연수의 사칙계산에서 계산 원리 
이해나 계산 기능 숙달이 목적이 아
닌 경우에 사용”(p. 16).

규칙성
“규칙적 계산식의 배열에서 계산 결
과의 규칙 찾는 활동에 계산기 사
용”(p. 20).

5-6

수와 
연산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 원
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다루
고, 복잡한 계산에 사용” (p. 22).

측정
“원주율, 원주, 원의 넓이, 입체도형
의 겉넓이와 부피 등을 구할 때 복잡
한 계산에 사용”(p. 25).

자료와 
가능성

․복잡한 자료의 평균이나 백분율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p. 27).

<표 III-1> 2015 교육과정의 계산기 활용

<표 III-1>을 보면 계산기의 활용을 성취기준

에 따라 학년군의 영역별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교육과정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평균이나 백분율의 계산과정에서 활용을 추가 

하였다.

지금까지 계산기 활용에 대한 국내・외의 연

구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에서 계산기 활용으로 제시한 내용(박교식,

1997)을 보면 수 감각, 문제해결전략, 어림셈, 자

릿값개념, 소수 개념 등의 습득에 활용되고 있

고, 또, Reys et al(1998)는 패턴탐구 강화, 문제적 

상황 만들기, 개념 개발, 수 감각 향상, 창의성과 

탐구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연구

에서는 류희찬(1991)은 패턴, 수와 대수식의 특

성, 어림 계산, 데이터 분석 등에서 결과보다 과

정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 데이터 사용으로 복잡

한 계산의 수행 기대와 학년 수준에 맞는 기술

공학, 수업과 평가의 새로운 방법 개발과 탐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남승인 외(2003b)

는 개념발달, 어림산과 암산 능력 신장, 지필 계

산력 신장, 연산의 의미 및 연산자 결정 능력 배

양, 계산 법칙 및 순서 이해와 실제적인 문제 장

면이나 통계적 자료 처리, 측정 학습에서 수학적 

사고력(추론) 신장, 문제 해결학습 강화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초등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계산기 활용으로 제시한 복잡한 계산 수

행, 수학적 개념의 이해, 수학적 원리․법칙의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의 4가지를 대상으로 하

였다. 이 4가지의 각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을 조사하였더니 모두 12개의 성취기준이

었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계산 수행에 6개의 성

취기준이, 수학적 개념의 이해에는 3개의 성취기

준이, 수학적 원리․법칙의 이해에는 3개의 성취

기준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12개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교과서의 관련 단원에서 해당 학습 내용

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잡한 계산 수행

‘복잡한 계산’에서 ‘복잡한’의 의미인 ‘복잡하

다’를 국립국어원(2017)5)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검

색해보면 “「1」일이나 감정 따위가 갈피를 잡

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2」

【…에】【…으로】복작거리어 혼잡스럽다.”라고 

제시되었고, ‘계산’의 의미는‘「1」수를 헤아림,

「2」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고려함,「3」값을 치

름,「4」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해득실이 있는지 

5)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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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짐,「5」『수학』주어진 수나 식을 일정한 규

칙에 따라 처리하여 수치를 구하는 일.’로 설명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복잡한 

계산 수행의 의미는 ‘주어진 계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수나 식을 일

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수치를 구하는 일’

로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 수행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2009 수학과 교육

과정의 5∼6학년군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복잡

한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 측정 영역의 

측정 활동인 원의 넓이, 겉넓이, 부피 등을 구할 

때 복잡한 계산에서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고, 실제 활용사례로 김석화(2014)

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겉넓이나 부피, 원기

둥의 부피 구하기와 확률 알아보기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고, 박교식(1997)은 복잡한 계산과

정에서 계산기의 활용하면 사용하는 수의 범위

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5 초등 수학 교육과정에서 복잡한 계산 수

행에 적합한 성취기준은 모두 6개로 이에 알맞

은 교과서의 단원과 차시별 학습주제에 따른 구

체적 활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 [6수03-05]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 [6수03-06]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

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론

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 성취기준에 따른 계산기 활용과 관련 단원

은 ‘5-1-5. 다각형의 넓이’으로, 차시별 학습내용

과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 5차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에서 직사

각형의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

- 6차시의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

하기’에서 여러 가지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과정

에서 활용

- 10차시의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높이와 밑변 구하기에서 활용

- 11차시의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에서 사다

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활용

- 14차시의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기’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다각형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

∙ [6수03-08]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6-1-5. 원의 

넓이’으로 차시별 학습내용과 활용 과정은 다음

과 같다.

- 4차시의 ‘원주 구하기’에서 지름과 원주의 관

계 추론과정에서 활용

- 7차시의 ‘여러 가지 원의 넓이 구하기’에서 여

러 가지 원의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

∙ [6수03-09]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 [6수03-11]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6-1-6. 직육면

체의 겉넓이와 부피’로 2개의 차시별 학습 내용

에서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차시의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기’에서 직육

면체 겉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

- 6-7차시의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기’에서 직육

면체의 부피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

∙ [6수05-01] 평균의 의미를 알고, 주어진 자료

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5-2-6.자료의 

표현’으로 차시별 학습내용과 활용 과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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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5차시의 ‘․평균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의 

평균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

이와 같이 복잡한 계산 수행에서 계산기 활용

을 살펴보면 대부분 넓이, 부피, 원주율, 평균 등

의 수학적 개념을 학습한 후에 복잡한 계산과정

에서 보조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에서 계산기는 학습 내용의 전개 과정에 따른 

계산도구로서 활용보다는 계산기 활용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현재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국소화 현상

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수학적 개념의 이해 

수학적 개념에 대하여 강완․백석윤(2002)은 

수학적 대상이나 사실들을 분류하여 특정의 수

학적 대상이나 사실들이 어떤 수학의 추상적 아

이디어에 합당한 예가 되는지 아니면 반례가 되

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추상적 아이디어(p. 140)

라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수학적 개념은 인간

이 외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각이나 경험하

는 개개의 속성에서 구체성이나 특수성을 제외

하고 남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에 기초한 

특정 이름이나 기호로 표현되는 총체적 생각이

라 하였다. 그래서 개념을 속성에 따라 개별개념

(예: 삼각형, 3, 자연수 등), 관계개념(예: 평행,

수직, 포함, 등), 조작개념(예: 덧셈, 나눗셈, 평행

이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계산기 활용에서 수학적 개념과 관련한 연구

(박교식, 1998; 남승인․김옥경, 1998; 권세화 외,

1999; 남승인 외 2, 2003a; 안병곤, 2005)의 내용

을 보면 복잡하고 지루한 계산 대신에 개념의 

탐색과 개발, 그리고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NCTM의 공식 의견(박교식, 1998에서 재인

용)과 같은 견해였다. 구체적인 활용의 예로 곱

셈 2×5의 의미는 2+2+2+2+2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54321을 54021로 바꾸는 과정에서 3에 대

한 자릿값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에 적합한 성

취기준은 모두 3개로 이와 관련된 교과서의 단

원과 차시 학습 내용에서 구체적 활용과정은 다

음과 같다.

∙ [2수01-02] 일, 십, 백, 천의 자릿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고, 네 자리 이하의 수를 읽

고 쓸 수 있다.

∙ [2수01-10] 곱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곱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1-2-1. 100까

지의 수’와 ‘2-1-6.곱셈’이고, 차시별 학습내용과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 3~4 차시의 ‘99까지의 수 알아보기’에서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 자릿값 이해 과정에서 활용 

- 6차시의 ‘곱셈식을 알아보기’에서 동수누가와 

곱셈과의 이해과정에서 활용

∙ [4수01-01] 10000 이상 큰 수에 대한 자릿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고,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4-1-1.큰 수’

이고, 차시별 학습내용과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 3차시의 ‘다섯 자리 수를 읽고 쓰기’에서 다섯 

자리 수의 각 자리 수와 자릿값 이해하는 과정

에서 활용

- 5차시의 ‘억 알아보기’에서 억, 십억, 백억, 천

억의 관계와 기수법의 이해과정에서 활용

- 8차시의 ‘조 알기’에서 조, 십조, 백조, 천조의 

관계와 기수법의 이해과정에서 활용

이처럼 수학적 개념에서 계산기의 활용은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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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의 의미 이해과정, 자리수와 자릿값의 의미의 

확인, 큰 수들의 기수법 이해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3. 수학적 원리․법칙의 이해 

원리․법칙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

육연구소(1995)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원리(原

理, principle)는 개념들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개념간의 관계의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

는 개인의 내적 상태,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규범

으로 수업에서 원리를 단순한 언어적 진술 파악

보다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자극사태의 다양한 

변화에도 특정 자극부류에 대해서 규칙적인 반

응을 보이는 내적 상태(p. 390)의 의미이고, 예컨

대 덧셈의 교환법칙 a+b=b+a처럼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도 결과가 같다는 것에 실제 적용하면 덧

셈의 교환법칙의 원리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 법칙의 의미에 대하여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

적 연관과 그것을 표시한 명제, 명제의 적용범위

가 넓고 그 경험적 의미가 예외 없이 확정된 경

우(p. 226)라고 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원리․법칙에 적합

한 성취기준은 모두 3개로 이에 알맞은 교과서

의 단원과 차시별 학습내용에서 구체적 활용 과

정은 다음과 같다.

∙ [4수01-17] 소수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소수

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4-2-1.소수의 

덧셈과 뺄셈’이고, 차시별 학습내용과 활용 과정

은 다음과 같다.

- 7~12차시의 ‘소수 한 자리수의 덧셈(뺄셈)하기’

에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과정에서 원리 이해에 

활용

∙ [6수01-13]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5-2-1.소수의 

곱셈’이고, 차시별 학습내용과 활용 과정은 다음

과 같다.

- 8차시의 ‘곱의 소수점의 위치 알기’에서 소수

의 곱셈에서 곱의 이해 과정에서 활용  

∙ [6수01-15]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위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단원은 ‘6-1-3.소수의 

나눗셈’이고, 차시별 학습내용과 활용 과정은 다

음과 같다.

- 3-5차시의 ‘소수의 나눗셈하기’에서 (소수 두 

자리 수)÷(소수 두 자리 수)와 (자연수)÷(자연

수)의 결과의 이해 과정에서 활용

이처럼 수학적 원리ㆍ법칙에서 계산기의 활용

은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사칙연산의 원리 이

해, 소수의 사칙연산과 자연수의 사칙연산 사이

의 결과에 대한 이해 과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문제 해결력의 향상

문제의 의미에 대하여 Polya는 문제는 ‘분명하

게 인식하고 있으나 즉각적으로 얻을 수 없는 

목표 도달에 필요한 어떤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

사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목표와 

장애 요인, 해결자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 목표

는 문제가 의도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이다. 장애요인이란 그 목표에 즉각적으로 도달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梅根悟는 문제해결

이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이고, 문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쪽이고, 해결은 

안정감을 갖게 하는 쪽으로 문제해결은 직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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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간접지식 사이의 관계를 학생의 경험과 지

식, 사고에 의하여 불안감에서 안정감을 갖게 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력은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작용되는 문제 이해 능력은 물론 주어진 조건과 

구하려는 것 사이의 관계의 파악하여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연산 능력, 검토 능력 등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을 말한다.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으로 국내・외의 

연구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

한 이유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활용을 들고 있다.

즉, 계산기는 문제해결 과정의 복잡한 계산에서 

활용하고 남은 시간과 노력을 문제이해와 사고

력 향상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Hembree, R. & Dessart, D.(1992)는 88 편

의 연구 논문의 분석에서 계산기를 활용했을 경

우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문제해결 점수가 높았

고, Wheatley, G. H. & Shumway, R.(1992)도 계산

기 사용으로 학생들은 계산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심적 부담감이 줄어 그 만큼 문제해결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다(박교식, 1998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특히 큰 수나 복잡한 수에 대한 심적 부

담감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cNicol

& LeMaistre(1981)는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사용

으로 문제해결의 기초 기능의 발달을 위하여 3

학년과 5학년 대상 연구에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해결전략 수립, 표에 의한 정보 조직, 부적절한 

정보에 대한 재진술, 연산 선택과 관련하여 기초 

기능이 발달되었다(강영란, 2014b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그러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에서 문제해결에 적합한 기준을 찾기는 어려

웠다. 이는 문제해결은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사고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문제 해결하여 봅시다.’에서 활용이 더 적합하

게 보였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계산기의 활용은 

Polya의 문제해결 4단계(교육부, 2014, p. 25)인 

문제이해, 계획수립, 계획실행, 반성 단계 중에서 

계획실행 단계에서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 즉,

계획실행 단계에서 복잡한 계산에 계산기를 사

용하여 이때 아낀 시간과 노력을 문제해결력 신

장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실행 단계

는 이미 문제이해와 계획수립단계를 지나게 되

어 계산기 활용으로 아낀 시간과 노력을 반성 

단계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계산기 사용은 먼저 계산기 사용을 전

제로 할 것인지와 복잡한 계산의 보조도구로 활

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V. 결론 및 논의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의 사용에 대하여 NCTM

(1980)의 ‘1980년대의 학교 수학을 위한 권고’에

서는 수학 프로그램은 모든 학년에서 계산기와 

컴퓨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NCTM(2000)의 학교 수학에 대한 원리와 규준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

에서 수학 교수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수학 

이해에 도움이 되고, 수학 학습에서 계산기나 컴

퓨터 같은 공학적 인 도구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외국의 계산기 

활용으로 미국은 저학년부터 활용하고 있고, 네

덜란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일본에서는 사칙 

연산의 계산 원리를 학습한 후인 5학년부터는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 수학 교육에서 계산기의 활

용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시작하여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초기보다는 활용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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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교

과서에서 활용은 부족하고 교사들에 대한 계산

기 사용의 안내는 없는 편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 교육과정 이후로 지금까지 5

번의 교육과정 변화 속에서 각 교육과정시기에 

발표된 계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 내용의 변화 

과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현

재 3~6학년 교과서 집필 과정에 도움이 되고 수

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 교육과정에서 계

산기 활용으로 제시한 내용을 복잡한 계산, 수학

적 개념, 수학적 원리ㆍ법칙, 문제해결 지도의 4

가지의 각각에 적합한 성취기준을 찾아서 해당 

성취기준에 적합한 교과서의 단원과 차시 학습 

내용을 찾아서 활용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계산 수행은 넓이,

부피, 원주율, 평균 등에서 수학적 개념을 학습

한 후에 복잡한 계산과정에서 계산기를 보조도

구로 활용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조도구보다

는 계산기 활용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수학적 개념에서 곱셈의 의미와 자리수

와 자릿값의 의미 그리고 큰 수들의 기수법 이

해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수학적 원리ㆍ법

칙에서 계산기 활용은 연산법칙, 사칙연산의 원

리, 소수의 사칙연산과 자연수의 사칙연산 사이

의 결과에 대한 이해 과정에 사용될 수 있고, 문

제해결 과정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전제로 할 것

인지와 복잡한 계산의 보조도구로 활용할 것인

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

가지에 대하여만 다루었으나 계산기 활용에 대

한 연구들의 내용을 보면 이 4가지 이외에도 패

턴탐구와 추론문제 등에서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였다.

우리나라의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

하여 아직도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또

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2009 교육과정의 초

등학교의 모든 수학 교과서나 지도서에 계산기 

사용에 대한 조사6)결과, 교과서와 지도서에 동

시에 사용을 제시한 것은 8회였고, 지도서에 준

비물로만 제시한 것은 15회로 형식적으로 활용

을 하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계산기 활용은 3

학년 이후에 활용하고 있었고, 활용내용은 곱셈

의 곱과 몫 어림하기, 큰 단위 관계 알아보기,

비와 비율 문제 해결, 원주율구하기 등에서 활용

되고 있었다.

앞으로 보다 더 폭넓은 계산기 활용에 대한 

제언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계산기 사용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보다 적극적

으로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

등 수학 교육에서 거의 모든 초등학교의 수업 

활용의 주된 교재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성취기

준에서 계산기의 활용을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

인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계산기 활용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명확한 의식의 변화와 활용방

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박교식(1997)은 계산기 

활용의 과정을 환경 조성→ 정책 수립→ 이행의 

3단계를 주장 하였다. 이제는 계산기 사용이 이

행 단계에 필요한 교과서나 지도서에 계산기 활

용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나 그에 따른 자료의 

개발ㆍ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초등 수학

에서 계산기의 실제 활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이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초

기에는 단지 복잡한 계산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

과 노력을 아껴 문제해결력 신장으로 돌려야 한

다는 단순한 역할에서 최근에는 계산 결과의 규

칙 찾는 활동, 복잡한 계산, 원주율ㆍ원주ㆍ원의 

6) 교과서나 지도서에 계산기 활용 제시는 ‘계산기 활용’ 이나 ‘계산기 그림’ 정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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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ㆍ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등의 복잡한 

계산, 복잡한 자료의 평균이나 백분율 구하기,

어림 활용, 혼합계산 등에서 사용하도록 변하고 

있으나 이제는 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

다. 넷째,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구

체적인 활용 사례와 그에 대한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복잡한 계산 수

행, 수학적 개념, 수학적 원리ㆍ법칙의 이해, 문

제 해결력 향상의 4가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인 활용 사례를 계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부정적인 요인과 우려의 축소방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 초등 수학에서 계산기 활용

에 대한 연구도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과

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초등 수학 수업의 적극적

인 변화의 그 시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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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alcul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Elementary School in

Elementary School

Ahn, Byoungg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t is the 6th curriculum that first officially

mentioned the use of calculators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Since then, the

curriculum has been more widely used than in the

beginning. However, in actual textbooks, it is still

not enough to see the utilization situation, and

guidance in this textbook is very scarce. In

particular, there is no relevant study that meets the

standards of achievement of the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n the use of the

calculator in the course of the curriculum change

after the 6th curriculum, and to present the

complex calculation, mathematical concept,

mathematical principles and rules,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n addition, the course is

presented in the textbook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achievement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process

for ea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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