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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유형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임자선1) ․ 김성준2)

본 논문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곱
셈과 나눗셈 문장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장제 
유형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봄으로써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생각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
힘책에 제시된 자연수의 곱셈 문장제를 동수누가, 비율, 비교, 정렬, 조합의 5가지 
의미 유형으로, 나눗셈은 등분제와 포함제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서 미지수의 위치에 따라 처음량, 변화량, 결과
량을 묻는 문장제의 구문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4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문장제 문제해결능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앞서 분석한 곱셈과 나눗
셈의 문장제 유형을 의미와 구문으로 나누어 2차례의 검사를 실시하여 정답률과 
학생들의 오답 반응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곱셈은 동수누가에서의 정답률이 
높게 나온 반면 나눗셈의 경우 포함제와 등분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교과서의 문제 유형 분포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의 효과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문장제 문제해결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장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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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등학교 수학은 중·고등학교 수학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실생활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학문적으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으로 인류의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하고 문화적, 학문적 유산을 축적하여 오늘

에 이른다. 수학 학습에서의 다양한 사고 활동은 학생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다

른 학문과의 수학적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과 교과용 도서(수학교

과서, 수학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는 2009년 12월 23일(교육과학기술부)에 고시한 초·중

등교육법을 반영하여 편찬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는 2014년 3월부터 현장에 

도입되었으며, 개정된 초등학교 수학과의 목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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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고찰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기

른다”에 따라 제작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와 익힘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3학년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학년 교과서를 학습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곱셈과 나눗

셈 문장제 해결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사칙연산 중 3학년 곱셈과 나눗셈은 수학 

전반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은 매우 중요하다. 묶어 

세기와 뛰어 세기를 통해 덧셈적 사고로 곱셈이 도입되지만 고학년에서 학습하는 분수와 

비, 넓이, 확률, 소수 등은 덧셈적 사고로 해석할 수 없는 곱셈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

러한 사고는 별개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서로 연결되어 여러 상황 가운데서 발

달하게 되며 나눗셈 역시 곱셈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한은

혜, 류희수, 2008).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수학과의 대영역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로 구분하며, 내용별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

으며, 특히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에도 문장제를 읽고 수를 계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경탁, 류성림,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학습을 통하여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

을 습득하며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권

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학과 연결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문제해결전략을 수립하여 수학적 문제해결, 추론, 의사

소통 등의 수학적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적 과정과 관

련해서 문장제를 읽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수학에서 문장제는 수학 학습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표적 지도 내

용에 속한다.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는 학교 수학의 도구 중 하나인 일상 언어로 된 

문장의 형식을 빌려 표현한 문제로, 실생활과의 관련을 통해 수학화의 경험을 갖게 하여 

수학적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장혜원,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교과서의 문장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문장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풀이 과정을 잘못 쓰거나 아예 문제를 풀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김수미, 2012). 문장제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진숙(1998)은 교

과서에 제시된 문장제를 문장제 구성요소에 따라 구문론, 의미론, 소재, 문제해결전략을 

중심으로 빈도와 분포를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손영례(2011)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수학교과서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문장제의 종류와 문제해결능력을 

분석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정소윤(2014)은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덧셈과 뺄셈 문장제 유형과 문장제 해결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 제시

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3학년을 마친 4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유형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장제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학습·지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료의 개발 등의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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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곱셈 문장제의 유형

곱셈의 원리는 어떤 수에 몇을 곱하는 것으로 그 수를 곱한 수만큼 더하는 것과 같다. 

곱셈의 의미와 관련해서 황우형, 김경미(2008)는 각 묶음에 같은 수를 갖는 여러 묶음을 

가지는 상황인 동치묶음을 동수누가의 의미로, 한 양의 몇 배로 늘어나는 상황인 곱셈적 

비교를 배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Carpenter 외(1999)에 따르면 정렬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한 직사각형 넓이와 어떤 이산량을 가로, 세로로 정렬하는 상황을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곱셈의 문장제 유형을 동수누가, 비율, 비교, 정렬, 

조합으로 의미 범주화하여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문장제를 분석한다. 간략하게 곱셈 

문장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수누가는 동일한 수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곱셈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이다. 곱셈의 경우 동수누가 개념은 초등학교 2

학년에서 배 개념과 함께 도입되고 있으며, 곱셈을 덧셈으로 환원해서 설명하기에 기계적

인 계산 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강흥규, 2012).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

는 양을 말하며 곱셈에서 비율 장면은 (비교하는 양)=(비율)×(기준량)에서 두 개의 항을 

피가수와 가수로 보고, 항목의 수와 비율이 주어졌을 때 전체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

의 경우 기준이 되는 한 집합의 크기와 다른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여, 한 양이 다른 양 보

다 몇 배나 더 큰지에 관한 조건이 제시되어 두 양을 비교하는 것이다. 정렬은 문제 장면

을 넓이를 구하는 장면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직사각

형과 같이 격자 모양으로 제시되며 집합모델 또는 측정모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하나의 유형이 다른 유형과 조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 또

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것으로 순서쌍이나 수형도의 접근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수형도는 

확률 분야에서 경우의 수를 알아볼 때 특히 유용하다.

2. 나눗셈 문장제의 유형

나눗셈은 덧셈, 뺄셈, 곱셈의 모든 연산을 활용하면서 함께 등장하는 연산이다. 기본적

인 사칙연산인 만큼 실생활에서 나눗셈의 상황은 자주 일어난다. 같은 개수만큼 덜어 낼 

때 몇 번만큼 덜어 내는지를 알아야 할 때도 있고, 주어진 개수를 똑같이 나눌 때 몇 개씩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실생활의 활용 측면 및 나눗셈의 개

념적 측면에서 나눗셈을 도입하는 3학년은 매우 중요하다(수학 3-1 교사용 지도서). 나눗

셈의 의미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등분제이고, 또 하나는 포함제이다. 등분제란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 때 몫이 얼마인가를 묻는 상황이고, 포함제는 양의 크기를 일정한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상황이다. 또한 나눗셈을 흔히 곱셈의 역연

산으로 정의하여 도입하기도 한다(강지형 외, 2004). 등분제는 전체의 수를 똑같이 등분하

였을 때 한 부분의 크기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 때 몫이 얼마인

가를 묻는 상황으로 a를 b등분하면 얼마씩이 되는가를 a÷b로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포함제는 전체의 수를 동수누감 했을 때 몇 번 포함되는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

합의 크기와 연관된다. 즉, 양의 크기를 일정한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묻

는 상황으로 a에 b가 몇 번 포함되는가를 a÷b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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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고찰

문장제 연구는 단순한 연산의 문장제에서 언어 요소와 연산 요소가 만들어 내는 의미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에서 시작하여 문제해결력이나 문제해결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 분석, 

문제 만들기, 문장제 이해 능력 등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여기서 구문론, 소재, 문제해

결전략은 문장제 보다는 문제해결의 과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강화나, 2008). 이대현

(2009)은 세기(counting)와 같은 일상 경험에서 비롯되는 수와 연산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

은 이후의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며, 문제에 기술된 행위나 관계 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장제를 해결 할 때 문제해결전략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덧셈과 뺄셈의 문장

제를 15가지 유형(덧셈에서 2가지 의미 유형, 뺄셈에서 3가지 의미 유형, 그리고 구문에서 

각각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를 분석하였고, 교과서의 문제 유

형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해결 정도를 분석하였다. 김진숙(1998)은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

를 문장제 구성요소에 따라 구문론, 의미론, 소재, 문제해결전략을 중심으로 빈도와 분포

를 분석하였다. 문장제는 대부분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질문은 없고 문법

적 길이는 다소 긴 편이다. 문제 내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치 자료

의 순서는 문제해결 순서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박금란, 방정숙(2008)의 연구에서는 서술형 

평가를 통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기본 지식 이해 실태 조사를 통해 수와 연

산 영역에서 덧셈과 뺄셈에 대한 수학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가 곱셈과 나눗셈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 개념 지식의 이해 정도가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표현 능력이 특히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수

학 교과서 영역별 구성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수와 연산에 관한 학생들의 절차적 

지식의 숙달에 앞서 그와 관련된 개념적 지식의 이해에 관심을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

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강화나(2008)는 문장제를 접하는 학습자에게 있

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수학적 알고리즘 측면보다 언어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았는

데,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 자체가 불필요한 문법적 복잡함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학습자로부터 올바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러

므로 문장제 문장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문제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학습자의 문

제 이해에 도움을 주며, 학생의 수학적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 힘의 신장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항목으로서의 수학적 흥미와 자신감도 고양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손영례(2011)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수학 교과서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문장제에 대하여 종류와 

문제해결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는 곱셈과 나눗

셈의 문장제는 생활 문제를 통해 제시되고, 복잡하지 않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

두 연산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 분석 결과를 보면 곱셈 문항 중 정답율이 가

장 높은 것은 자료 제시 순서와 계산 순서가 일치하고 있으며, 정답율이 가장 낮은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개방형 문제이고 재진술이 포함되지 않은 비율 문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학교 수학교육에서 문장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

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의미론과 구문론 측면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을 문

제해결능력의 향상과 연관해서 논의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교과서 분석에 따른 학생들의 문장제 문제

해결능력 분석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수학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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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익힘책에 제시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연산의 의미 

유형과 구문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이와 함께 곱셈과 나눗셈에서 의미와 

구문 유형에 따른 문장제 검사 문항을 각각 제시하고 의미와 구문 유형에 따라 각 유형별 

교과서 제시 빈도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

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문장제의 의미 유형별, 

구문 유형별 검사지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 연구 대상 및 절차

먼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 제시된 자연수 곱셈, 나눗셈 문장제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3학년 2학기 2단원 나눗셈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과

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를 <표 1>에 따라 구분하였다.

연산 유형 의미

곱셈

동수누가
동일한 수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곱셈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비  율

항목의 수와 비율이 주어졌을 때 전체를 찾는 것으로, 비율의 장면은 

속도, 밀도, 농도 등과 같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비  교

기준이 되는 한 집합의 크기와 다른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여, 

제시되지 않은 집합의 크기가 기준이 되는 집합 크기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것이다.

넓이와

정렬

넓이 장면은 가로와 세로가 주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세로)라는 식과 관련된 장면이고, 정렬의 장면은 문제 장면을 

넓이를 구하는 장면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나타 낼 수 있는 장면을 

말한다.

조  합
하나의 유형이 다른 유형과 조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눗셈

등분제
등분제는 a를 b등분하면 얼마씩 되는가를 a÷b로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을 몇 개의 모둠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포함제
포함제는 a에는 b가 몇 번 포함되는 가를 a÷b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정된 크기로 모둠을 만드는 것이다.

<표 1>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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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문장제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문장제는 어떤 사실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생활 속의 장면이나 사실을 수반한 것”이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다음 유형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문제>

［그림 1］수학교과서 3-1, p.99

<□를 이용한 그림이나 수식 문제> 

［그림 2］수학익힘책 3-1, p.54

<어떤 수를 이용한 문제>

［그림 3］수학익힘책 3-2, p.44

<단순한 계산유형의 문제>

［그림 4］수학교과서 3-2, p.17

다음으로 곱셈과 나눗셈 유형별 문장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B광역시 B

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 2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장제 

검사 도구는 의미 유형에 따른 곱셈과 나눗셈의 7가지 문장제 유형 10문항과 연산의 구문 

유형에 따른 6가지 유형 6문항등 총 13가지 유형에 따른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유형별 문장제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분석하였다.

2. 검사 도구

유형별 문장제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3∼4학년군에 

제시된 수와 연산 영역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의 곱

셈과 나눗셈의 문장제 유형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검사 문항은 곱셈과 나눗셈의 문장제 

유형을 연산 의미 유형에 따라 <표 2>와 같이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검사지(1) 10문항으로 

제작하였고, 또 하나의 검사지는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는 결과만 묻는 경우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구문 유형에 따라 결과량, 변화량, 처음량을 

묻는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를 <표 3>과 같이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검사지(2) 6문항을 제

작하였다. 검사지의 문제 수준은 수학 교과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

하였고, 문항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검사 기간은 2015년 4월 29일∼2015년 4월 30일 이틀간 실

시하였으며, B광역시 B초등학교 4학년 1학급 26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담임교사의 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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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하였다. 문항 채점은 유형별 문항 정답율과 오답율, 무응답율로 구분하였으며 학생

들이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살펴보고, 교과서에 제

시된 문장제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연산 유형 문항 내용 문항번호

곱셈

동수누가 일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몇십 몇)×(몇) 9

비  율 기준량과 전체량을 알 때 비율 구하기 2

비  교 두수의 곱으로 전체량 비교하기 3

정  렬 넓이의 의미인 (가로)×(세로) 방법으로 전체량 구하기 4

조  합 곱셈의 개념으로 방법을 구하기 6

나눗

셈

등분제
나머지가 있는 (두자리수)÷(한자리수) 5

나머지가 0 인 (두자리수)÷(한자리수) 7

포함제
나머지가 있는 (두자리수)÷(한자리수) 1

나머지가 0 인 (두자리수)÷(한자리수) 8, 10

<표 2>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검사지(1) 문항 구성 내용

유형 문항 내용 문항번호

곱셈 문장제

결과를 모르는 곱셈 (a×b=□) 1

변화량을 모르는 곱셈 (a×□=c) 4

처음량을 모르는 곱셈 (□×b=c) 6

나눗셈 문장제

결과를 모르는 나눗셈 (a÷b=□) 3

변화량을 모르는 나눗셈 (a÷□=c) 7

처음량을 모르는 나눗셈 (□÷b=c) 9

<표 3>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검사지(2) 문항 구성 내용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먼저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 문장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유형

별 문장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문항별 정답율과 오류의 유형과 함께 분석하였다.

1. 교과서에 제시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유형 분석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 제시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를 앞서 제시한 연산의 의미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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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 3-1 3-2
합계

연산 분류유형 교과서 익힘책 교과서 익힘책

곱셈

동수누가 7 (46.7) 6 (75) 9 (81.8) 7 (53.8) 29

비  율 0  (0) 0  (0) 0  (0) 4 (30.8) 4

비  교 0  (0) 2 (25) 2 (18.2) 0  (0) 4

정  렬 7 (46.7) 0  (0) 0  (0) 0  (0) 7

조  합 1 (6.6) 0  (0) 0  (0) 2 (15.4) 3

합  계 15 (100) 8 (100) 11 (100) 13 (100) 47

나눗셈

등분제 5 (45.5) 6 (46.2) 7 (70) 6 (42.9) 24

포함제 6 (54.5) 7 (53.8) 3 (30) 8 (57.1) 24

합  계 11 (100) 13 (100) 10 (100) 14 (100) 48

<표 4> 2009 개정 교과서 및 익힘책의 문장제 유형별 분포

가. 곱셈

본 연구에서는 문장제에 함축된 장면이나 관계 등의 의미론적 구조에 따라 곱셈 문장제

의 유형을 동수누가, 비율, 비교, 정렬, 조합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각 유형별 교과서에 제

시된 문장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구분하였다.

① 동수누가: 곱셈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동일한 수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것을 의미

한다.

② 비율: 비율의 장면을 속도, 농도, 밀도 등과 같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으로 나

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③ 비교: 기준이 되는 한 집합의 크기와 다른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여 제시되지 않은 

집합의 크기와 기준이 되는 집합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렬: 문제 장면을 넓이를 구하는 장면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면

을 의미한다.

⑤ 조합: 하나의 유형이 다른 유형과 조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예시는 [그림 5]에서 [그림 9]와 같으며, 하나의 문장제에서 두 가지 이상

이 함께 제시된 문장제 유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의인 동수누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

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8］ 정렬 예시(수학교과서 3-1, p.127)와 같

이 예시된 문장제 문제 “강아지 로봇은 23대씩 3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로봇은 

모두 몇 대인지 알아보시오”를 보면 동수누가와 정렬 유형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

런 경우는 동수누가를 제외한 정렬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를 포함할 경우 동수누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커질 수도 있다.

<표 4>에서 곱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의 경우 유형별로 

문장제를 분류한 결과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는 동수누가와 정렬이 똑같이 7개씩 46.7%로, 조합 1개 6.6%로 나타난 반면, 익힘책은 정

렬은 없고, 비교 2개 25%, 동수누가가 75%로 동수누가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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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찬가지로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에서도 동수누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과서는 동수누가가 9개 81.8%이고, 비교 2개 18.2%로 나타나고, 익힘책은 

동수누가가 7개 53.8%이고 비율 4개 30.8%, 조합 2개 15.4%로 대체적으로 동수누가 유형

이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동수누가 예시(수학교과서

3-2, p.22)

［그림 6］비율 예시(수학익힘책 3-2,

p.26)

［그림 7］비교 예시(수학익힘책 3-1,

p.72)

［그림 8］정렬 예시(수학교과서 3-1,

p.127)

［그림 9］조합 예시(수학익힘책 3-2,

p.22)

나. 나눗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년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나눗셈 단원의 

문장제를 의미 요소에 따라 분류한 기준은 등분제와 포함제 2가지이다. 문장제에 함축된 

장면이나 관계 등의 의미에 따라 나눗셈 유형을 다음과 같이 등분제와 포함제로 범주화했

는데, 각 유형별 예시는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① 등분제: 등분제는 전체의 수를 똑같이 등분하였을 때 한 부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을 몇 개의 모둠에 나누어 주는 것 인지를 의미한다.

② 포함제: 포함제는 몇 번 포함되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정된 크기로 모둠을 만드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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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등분제 예시(수학교과서

3-2, p.50)

［그림 11］포함제 예시(수학교과서

3-2, p.52)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을 문장제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의 결

과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교과서는 등분제가 5개 45.5%, 포함제가 6개 54.5%였으며, 익

힘책은 등분제 6개 46.2%, 포함제 7개 53.8%로 나타났다. 즉, 교과서 및 익힘책 모두 어느 

한 쪽에 집중되지 않고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학년 2학

기 2단원 나눗셈에서는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의 결과가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교과서

는 등분제가 7개 70%, 포함제 3개 30%로 등분제에 집중되어 있고, 익힘책은 등분제가 6개 

42.9%, 포함제 8개 57.1%로 포함제가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교과서는 등분제에 

좀 더 집중되어있는 반면, 익힘책은 포함제가 좀 더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형별 문장제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분석

가. 연산의 의미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분석

다음은 학생들이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서 연산의 의미 유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정답률을 통해 먼저 알아보고, 오답의 경우에는 그 유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

다. 먼저 문장제 해결 능력 검사지(1)의 문항 구성은 <표 5>와 같다.

                         학년

유형 및 문항

4학년 (26명)

정답자수 정답률(%)

곱셈 

동수누가 9 21 80.77

비율 2 18 69.23

비교 3 14 53.85

정렬 4 20 76.92

조합 6 12 46.15

나눗셈 

등분제
5 23 88.46

7 25 96.15

포함제

1 25 96.15

8 24 92.31

10 24 92.31

<표 5> 곱셈, 나눗셈 문장제 해결능력 1차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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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곱셈 동수누가 9번의 오답 예시

1) 곱셈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 제시된 곱셈 문장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동수누가, 비율, 비교, 정렬, 조합 5가지 유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4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답율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학생들이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서 곱셈 연산을 다양한 유형으로 학습하고 곱셈을 

완선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곱셈 문제 해결능력 검사지 정답율을 살펴보면 동수누가 21명 

80.77%, 비율 18명 69.23%, 비교 14명 53.85%, 정렬 20명 76.92%, 조합 12명 46.15% 으로 

동수누가가 80.77%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였고, 조합은 46.15%로 정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교과서 및 익힘책에서 의미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과 일치한

다. 곧, 교과서 및 익힘책에 동수누가 유형이 집중된 만큼 정답율도 가장 높았고, 조합 유

형은 3-1, 3-2 교과서 및 익힘책에 총 3개만 다루어지는 만큼 정답율도 가장 낮았다. 물론 

정답률이 교과서 및 익힘책의 문항 구성 비율과 일치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그리고 문제의 연산 구조 및 단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항 구성

을 정답률과의 관련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유형별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동수누가

구  분
동수누가 유형 (문항번호 9)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21 80.77 3 11.54 2 7.69

문제) 칭찬 붙임 딱지 95장을 모으면 선물로 스케치북 한 권을 받습니다. 지민이가 스케치북 

5권을 받았습니다. 스케치북으로 바꾼 칭찬 붙임 딱지는 몇 장입니까?

풀이) 칭찬딱지 95장이면 스케치북 1권 받는다. 따라서 스케치북 5권을 받았다면

      95×5= 475장이다.        정답) 475장

<표 6> 곱셈 동수누가 유형 분석

동수누가 유형의 경우 80.77% 정답율(21명)과 11.54% 오답율(3명)을 보였고, 2명은 답을 

하지 못했다. 오답자 3명의 문제 오류를 

살펴보면, 1명은 곱셈으로 풀어야 하는

데 나눗셈으로 풀었고, 2명은 곱셈식은 

세웠으나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해 오답을 

보였다. 결국 4학년 학생들에게 동수누

가 유형은 가장 익숙한 형태로 보이며, 

단순 계산 착오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

들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답자 중 곱셈을 대신

하여 나눗셈 연산을 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의 답안은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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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  율

구  분
비율 유형 (문항번호 2)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18 69.23 8 30.77 0 0

문제) 가희는 문구점에 가서 450원짜리 공책 4권과 60원짜리 지우개 8개를 사고 3000원을 

냈습니다. 가희가 구입한 공책과 지우개의 지급금액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받아야 할 거스름

돈은 얼마입니까?

풀이 및 정답) - ［그림Ⅳ-2-2］참고

<표 7> 곱셈 비율 유형 분석

비율 유형에서는 69.23%의 정답율(18명)과 30.77%의 오답율(8명)을 보였고, 반면 답을 하

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소재가 나오는 만큼 100%의 응답율을 

보였다. 오류를 살펴보면 문제를 이해하여 풀이과정에서 식은 잘 세웠으나 단순 계산 착

오를 보인 학생이 8명 30.77%로 오답자 전원이 문제를 이해하였으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

를 범하였다. 특히 비율 유형의 경우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 사이의 편차가 큰 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율 유형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포함

하여 곱셈 연산만을 요구하는 1단계 연산 문제가 아니라 덧셈 또는 뺄셈 연산을 포함하는 

다단계 연산을 문제에서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답과 오답의 답안의 각 경우는［그

림 13］, ［그림 14］과 같다.

［그림 13］곱셈 비율 2번의 정답 예시

 

［그림 14］곱셈 비율 2번의 오답 예시

③ 비  교

구  분
비교 유형 (문항번호 3)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14 53.85 12 46.15 0 0

문제) 과일가게에 사과가 15개씩 24상자, 참외가 21개씩 18상자가 있습니다. 사과와 참외는 

각각 몇 개인지 알아보고, 어느 과일이 몇 개 더 많은지 답을 구하시오.

풀이) 사과 15×24=360개, 참외 21×18=378개, 참외 378-사과 360=18개

정답) 참외가 18개 많다.

<표 8> 곱셈 비교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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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비교를 생략한 오답의 예시

［그림 16］곱셈 정렬 유형의 오답 예시

비교 유형을 살펴보면, 53.85%의 정답율(14명)과 46.15%의 오답율(12명)을 보였고, 답을 

하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 오답율 면에서 보면 5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2개 오답을 분석한 결과 7명은 식은 정확하게 세웠으나 단순한 계산 착오의 오류를 보였

고, 나머지 5명은 풀이과정에서 식과 답을 잘 풀었으나 비교를 생략하여 오답 처리가 되

었다. 이처럼 단순 계산 착오이거나 비교를 하지 않아서 오류를 범하긴 하였으나 4학년 

학생 모두가 문제 해결 능력의 이해도는 대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율 유형과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곧 다단계 연산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문장제에 대한 이

해와 해결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

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를 생략한 

오답의 예는 ［그림 15］와 같다. 이 경

우에도 곱셈 연산의 1단계 문제가 아닌, 

곱셈 이후의 뺄셈 연산을 요구하는 다단

계 문제라는 점에서, 앞서 보았던 비율에

서처럼 오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④ 정  렬

구  분      
정렬 유형 (문항번호 4)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20 76.92 6 23.08 0 0

문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대형버스는 3대씩 18줄로 주차되어 있고, 자동차는 14대씩 15줄

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대형버스와 자동차는 모두 몇 대 인지 답을 

구하시오.

풀이) 대형버스 3대씩×18줄=54대, 자동차 14대씩×15줄=210대, 대형버스 54대 + 자동차 210

대 = 264대.               정답) 264대

<표 9> 곱셈 정렬 유형 분석

정렬 유형의 문장제는 76.92%의 정답

율(20명)과 23.08%의 오답율(6명)을 보였

고, 답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없었다. 오답

자 6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6명 전원

이 문제 풀이과정에 식은 정확하게 세웠

으나 단순한 계산 착오의 오류를 보였다. 

이는 정렬 유형의 문장제에 대한 이해도

는 높은 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정렬 유

형에서 나타난 계산 착오로 인한 오답의 

답안은 다음［그림 16］과 같다. 이 경우는 앞서 비율이나 비교와 달리, 곱셈 이후 덧셈으

로 이어지는 다단계 문제였으나, 학생들이 보인 오류는 곱셈 자체의 연산이 대부분으로, 

특히 (두 자릿수)×(두 자릿수)에서의 곱셈 연산에서 오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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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  합

구  분        
조합 유형 (문항번호 6)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12 46.15 9 34.62 5 19.23

문제) 가빈이는 옷가게에서 흰색, 검정색, 분홍색 블라우스 3종류와 노랑색, 하늘색 치마도 2

종류를 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예쁜 머리핀도 3개 샀습니다. 가빈이가 매일 서로 다르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될까요?

풀이 및 정답) - ［그림Ⅳ-2-7］참고

<표 10> 곱셈 조합 유형 분석

조합 유형은 46.15%의 정답율(12명)과 34.62%의 오답율(9명)을 보였고, 답을 하지 못한 

학생이 5명으로 19.23%나 되었다. 이는 5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인 것으

로, 무응답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답자 9명의 답을 분석한 결과 그림으로 해결한 학

생이 많았고, 9명 학생 모두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한 한 원인으로, 교과서와 익힘책 분석 자료(<표 1>)에서 보듯이 조합 유형은 

3학년 1학기에 1문제, 2학기에 2문제로 전체 5개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3학년에서 곱셈을 일정 부분 완성했다 하더라도 자주 다루지 

않았던 문제의 경우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 유형의 정

답과 오답의 답안 예시는［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그림 17］ 곱셈 조합 6번의 정답 예시

   

［그림 18］곱셈 조합 6번의 오답 예시

  

2) 나눗셈

나눗셈의 문장제 유형은 보통 포함제와 등분제 2가지로 구분하는데, 검사지에서는 포함

제 3문항, 등분제 2문항, 총 5문항을 개발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눗셈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 정답율을 살펴보면, 포함제 3문항에서는 1번 

문항은 96.15%(25명), 8번 문항은 92.31%(24명), 10번 문항은 92.31%(24명)의 정답율을 보였

고, 등분제 2문항에서 5번 문항은 88.46%(23명), 7번 문항은 96.15%(25명)의 정답율을 보였

다. 이러한 높은 정답율이 나타난 것은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4학년 1학기 2단원이 진

행 중이었고 특히 나눗셈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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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분제

구  분
등분제 유형 (문항번호 5)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23 88.46 3 11.54 0 0

문제) 사과 95개를 4개의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을 

수 있고, 남은 사과는 몇 개인가요?

풀이) 사과 95개를 4상자에 나누어 담으려면 95÷4=23... 3

      따라서, 한상자에 23개씩 담고, 3개 남는다.

정답) 한상자 23개씩, 3개 남음

<표 11> 나눗셈 등분제 유형 문항 5번 분석

구  분       
등분제 유형 (문항번호 7)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25 96.15 1 3.85 0 0

문제) 상민이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았습니다. 상민이 어머니는 귤 39개를 바구니에 

담아 주셨습니다. 상민이와 친구들은 세 접시에 똑같이 나눠 담아서 먹으려고 한다면, 한 접

시에 몇 개씩 담을 수 있습니까?

풀이) 귤 39개를 3접시에 나누어 담으면 39÷3=13이므로, 한 접시에 13개씩 담을 수 있다.

정답) 13개

<표 12> 나눗셈 등분제 유형 문항 7번 분석

등분제 5번 문제에서 3개의 오답은 모두 나눗셈 계산 착오에서 비롯되었으며, 7번 문제

의 오답 1개 역시 39 나누기 3을 할 때 몫을 12, 나머지를 3이라고 하는 계산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오답 예시는 [그림 19]와 [그림 20]과 같다.

［그림 19］나눗셈 등분제 5번의 오답

예시

   ［그림 20］나눗셈 등분제 7번의 오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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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함제

구  분
포함제 유형 (문항번호 1)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25 96.15 1 3.85 0 0

문제) 구슬 68개를 한 명에게 6개씩 나누어 주면 몇 명에게 줄 수 있고, 몇 개가 남습니까?  

풀이) 구슬 68개를 6개씩 나누어주면 68÷6=11... 2

      따라서, 11명 줄 수 있고, 2개 남는다.

정답) 11명, 2개

<표 13> 나눗셈 포함제 유형 문항 1번 분석

구  분
포함제 유형 (문항번호 8)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6명) 24 92.31 2 7.69 0 0

문제) 현우는 과학상식책 49쪽을 일주일 동안 읽었습니다. 현우가 읽은 책은 하루에 몇 쪽씩 

읽었는지 답을 구하시오.

풀이) 일주일은 7일이므로 49÷7=7

      따라서, 현우는 하루에 7쪽씩 읽었다.

정답) 7쪽

<표 14> 나눗셈 포함제 유형 문항 8번 분석

포함제 문항 1번의 경우 오답 1개는 68개 나누기 6개 풀이를 몫 1 나머지 2개라고 답하

는 계산 오류였으며, 문항 8번의 오답 2개 역시 나눗셈을 하여야 하는데 문제를 잘못 이

해하여 곱셈으로 풀이하는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특징은 8번의 경우 단순 계산 오

류가 아닌 문제 이해 단계에서 오답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오답 예시는 [그림 21]

과 [그림 22]와 같다.

［그림 21］나눗셈 포함제 1번의 오답 예시

   

［그림 22］나눗셈 포함제 8번의 오답 예시

4학년 학생의 경우는 나눗셈 포함제 유형 3문항 모두 90%이상의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이는 등분제보다 조금 높은 정답율이며, 전체 나눗셈 문항 정답율은 곱셈 전체 문항 정답

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곱셈보다 어려워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3학년에서 집중적

으로 곱셈을 연습한 이후에 4학년 1학기 학생들의 경우 나눗셈 연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나눗셈의 의미 유형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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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그 유형이 2가지로 제한적이며, 이들 2가지 유형 모두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충분

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더불어 문장제 해결에서 요구되는 연산이 나눗셈의 1단계 연산

으로 주어지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연산의 구문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분석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를 의미 유형별로 

분류하다보니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름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의 문장

제에서 미지수가 결과량인 경우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만약 학생들에게 

변화량 또는 처음량을 묻는 경우에 학생들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2차 검사도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

화량과 처음량을 묻는 문제 유형에서 역연산(곱셈을 나눗셈으로 나눗셈을 곱셈)을 이용해

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여부를 함께 살펴보았다. 각각의 유형에서 정답율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으며, 곱셈과 나눗셈에서 유형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유형 및 문항

4학년 (24명)

정답자수 정답률(%)

곱셈 

결과량 모름 (a×b=□) 1 22 91.67

변화량모름 (a×□=c) 4 21 87.50
처음량모름 (□×b=c) 6 21 87.50

 나눗셈
결과량 모름 (a÷b=□) 3 23 95.83
변화량모름 (a÷□=c) 2 22 91.67

처음량모름 (□÷b=c) 5 22 91.67

<표 15> 곱셈, 나눗셈 문장제 해결능력 2차 검사지 분석

1) 곱셈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 나오는 곱셈의 문장제 수준에서 미지수의 위

치에 따라 결과량, 변화량, 처음량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1문항씩 총 3문항의 검

사지를 개발하여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답율을 분석하였다. 정답율

을 살펴보면 결과량(a×b=□)은 91.67%, 변화량(a×□=c)은 87.5%, 처음량(□×b=c)은 87.5%

로 나타났다. 결과량의 경우 근소한 차이지만 정답율이 높았으며, 변화량과 처음량의 경우

는 같은 정답율을 보였다. 각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결과량 유형

구  분
결과 모름 유형 (문항번호 1)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4명) 22 91.67 2 8.33 0 0

문제) 한 봉지에 137개씩 들어있는 초콜릿이 3봉지 있습니다. 3봉지에 들어있는 초콜릿은 모

두 몇 개입니까?

풀이) 137개씩 3봉지를 계산하면 137×3=□, □=411개

      따라서, 초콜릿은 모두 411개 이다.

정답) 411개

<표 16> 결과량 모름(a×b=□)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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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곱셈 결과량 모름(a×b=□) 유형

1번의 정답 예시

［그림 24］곱셈 변화량 모름(a×□=c) 유형

4번의 정답 예시

결과량 유형에서는 91.67% 정답율을 

보였으며 2개의 오답이 나왔다. 오답자 2

명의 문제 오류를 분석해보니 2명 모두 

곱셈 계산식은 잘 세웠으나 답은 401개, 

1311개로 곱셈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

하였다. 그러나 결과량 유형은 곱셈의 구

문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

였는데, 자연수의 곱셈이 완성되는 단계

인 4학년 학생들의 정답지를 보면 정답

자 모두가 곱셈의 결과량 구하는 문제에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변화량 유형

구  분
변화량 모름 유형 (문항번호 4)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4명) 21 87.50 2 8.33 1 4.17

문제) 토마토를 8개씩 몇 상자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토마토는 모두 120개를 팔았다면 몇 상

자가 팔렸습니까?

풀이) 토마토 8개씩 몇상자를 팔아서 120개를 팔았다면 8×□=120, □=15

      따라서, 토마토는 15상자를 팔았다.

정답) 15상자

<표 17> 곱셈 변화량 모름(a×□=c) 유형 분석

변화량 유형에서는 87.50%의 정답율을 

보였으며, 오답은 2명이었다. 오답자 2명

의 문제를 분석해보면 1명은 8×120=960

상자, 1명은 120÷8=5 상자라고 답하여 

문제를 이해 못하거나 계산적 오류를 범

하였다. 정답자 21명의 답안을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은 변화량을 모르는 문제

(8×□=120)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곱

셈 문제를 역연산인 나눗셈을 이용하여 

120÷8이라는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정답

을 구할 수 있었다.

③ 처음량 유형

처음량이 미지수로 주어지는 곱셈 문장제 유형은 변화량과 마찬가지로 87.50%의 정답율

과 2명의 오답자가 나왔다. 오답자 2명의 풀이과정을 살펴보면 1명은 120×5=600명, 1명은 

120÷5=20명이라고 답하여 문제를 이해 못하거나 계산적 오류를 범하였다. 응답자 21명의 

답안을 분석해본 결과,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의 식 □×5=120을 풀이과정에서 명시한 학

생은 1명뿐이고, 24×5=120명으로 풀이한 학생은 2명으로 곱셈 풀이과정을 통해서 2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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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답을 구한 학생은 3명, 그리고 18명은 120÷5이라는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구하는 곱셈의 역연산인 나눗셈으로 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량을 모르는 문

제를 □를 이용하여 곱셈으로 풀이한 경우와 나눗셈의 세로셈 알고리즘으로 풀이한 경우

는 [그림 25］와 같다.

구  분
처음량 모름 유형 (문항번호 6)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4명) 21 87.50 2 8.33 1 4.17

문제) 효주는 음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몇 명이 5병씩 먹었더니 빈병이 120개가 나왔

습니다. 친구 몇 명이 음료수를 먹었습니까?

풀이) 친구 몇 명이 5병씩 먹었더니 120개가 나왔다면 □×5=120, □=24

      따라서, 친구 24명이 5병씩 음료수를 먹는다.

정답) 24명

<표 18> 곱셈 처음량 모름(□×b=c) 유형 분석

［그림 25］곱셈 처음량 모름(□×b=c) 유형 6번의 정답 예시

초등학교 4학년은 자연수의 곱셈 연산이 대부분 완성되는 시기이다. 교과서에서 학생들

은 미지수가 결과량인 문제는 반복해서 접해본 반면, 변화량 또는 처음량인 문제는 곱셈

의 맥락보다는 나눗셈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화량과 처음량을 묻는 곱셈 문장제

에서 드러난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이 곱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역연산인 나눗

셈의 세로셈 알고리즘을 곧바로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도 

곱셈의 맥락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면 곱셈과 나눗셈에서 두 연산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나눗셈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 나오는 나눗셈 문장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결

과량 모름, 변화량 모름, 처음량 모름의 3가지 유형으로 3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검사를 실

시하고 정답율을 분석하였다. 정답율을 살펴보면 결과량 모름(a÷b=□)은 95.83%, 변화량 

모름(a÷□=c)은 91.67%, 처음량 모름(□÷b=c)은 91.67%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나눗

셈도 곱셈과 동일하게 결과를 묻는 경우가 높은 정답율을 보였고, 변화량 모름과 처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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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나눗셈 결과 모름(a÷b=□) 유형

3번의 정답 예시

모르는 경우는 91.67%로 동일한 정답율을 보였다. 각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결과량 유형

구  분
결과 모름 유형 (문항번호 3)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4명) 23 95.83 1 4.17 0 0

문제) 공깃돌 42개를 한 명에게 6개씩 나누어 주면 몇 명에게 줄 수 있습니까?

풀이) 42개 공깃돌을 6개씩 나누면 42÷6=□, □=명

      따라서, 공깃돌을 7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정답) 7명

<표 19> 나눗셈 결과 모름(a÷b=□) 유형 분석

결과량을 묻는 문제에서 1명을 제외한 

23명이 정답을 구했으며, 정답율은 

95.83%였다. 오답자 1명의 풀이과정을 

살펴보면, 42÷6=5...2 라고 과정을 쓰고 

답은 5명이라고 작성하였다. 결국 나눗셈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1명을 제외한 23명 모두 정답을 한 것은 

교과서에 많이 제시된 유형이면서 단순

한 1단계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학생 중 그림을 그려서 묶음으로 

문제 해결을 한 답안은 다음［그림 26］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② 변화량 유형

구  분
변화량 모름 유형 (문항번호 7)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4명) 22 91.67 1 4.17 1 4.17

문제) 축구공 27개를 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바구니에 몇 개씩 똑같이 담았

더니 3바구니가 되었습니다. 한 바구니에 축구공이 몇 개씩 들어 있습니까?

풀이) 축구공 27개를 똑같이 몇 개씩 담았더니 3바구니가 되었다면 27÷□=3, □=9개씩. 따

라서, 9개씩 담을수 있다.

정답) 9개씩

<표 20> 나눗셈 변화량 모름(a÷□=c) 유형 분석

변화량을 묻는 나눗셈 문장제에서 정답율은 91.67%로 나타났으며, 오답은 1명, 무응답이 

1명이었다. 오답의 풀이과정을 살펴보면 27×3=81 이라고 곱셈을 하여 풀이하는 오류를 

범했다. 정답자 22명의 검사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17명의 학생은 변화량 묻는 문제를 

27÷3=9 라고 풀이를 한 반면, 5명의 학생은 정확하게 27÷□=3 이라는 변화량을 묻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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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나눗셈 변화량 모름(a÷□=c) 유형

7번의 정답 예시

［그림 28］나눗셈 처음량 모름(□÷b=c) 유형

9번의 정답 예시

산식을 쓰고 문제풀이는 나눗셈으로 해

결하였다. 역연산인 3×9=27 라는 곱셈

으로 풀이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주

목할 부분은 5명의 학생이 변화량을 미

주수로 하는 나눗셈식 27÷□=3을 세웠

다는데 있다. 그리고 곱셈의 변화량 문

제와 달리 나눗셈 변화량 문제에서는 

역연산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

할 부분이다. 곧, 학생들의 반응은 곱셈 

맥락의 문장제에서 나눗셈을 쉽게 받아

들이는 반면, 그 역인 나눗셈 맥락의 문

장제에서는 나눗셈 연산만을 사용하려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은 변화량을 구하는 식을 세워서 정답을 

구한 예시이다. 

③ 처음량 유형

구  분        
처음량 모름 유형 (문항번호 9)

정답자수 정답율(%) 오답자수 오답율(%) 무응답수 무응답율(%)

4학년(24명) 22 91.67 0 0 2 8.33

문제) 성현이는 딱지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8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12개

씩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현이가 가지고 있던 딱지는 몇 개 입니까?

풀이) 딱지를 친구 8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12개씩 가질 수 있다면 □÷8=12, □=96개. 

따라서 처음 있던 딱지는 96개 이다.

정답) 96개

<표 21> 나눗셈 처음량 모름(□÷b=c) 유형 분석

처음량을 묻는 나눗셈 문장제의 경우는  정답율이 91.67%인 반면 오답이 없었으며 2명

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22명의 정답에서 문제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량을 구하는 □

÷8=12 식을 사용한 학생은 3명이고, 나

머지 19명은 나눗셈을 역연산으로 

12×8=96개라고 곱셈으로 문제를 해결하

였다. 학생이 처음량 □÷8=12 식을 풀이

과정에 넣은 답안은 다음［그림 28］과 

같다. 따라서 변화량과 처음량을 비교해

볼 때, 역연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량

을 미지수로 놓는 식에서 자연스럽게 등

장하며, 이는 곱셈 문장제와 비교해볼 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변화

량을 묻는 나눗셈 문장제와도 차이를 보

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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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시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 유형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문장제에서의 문

제해결능력을 살펴봄으로써, 문장제 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생각해보기 위한 

것이다. 검사 도구는 분석한 유형을 토대로 구성되었는데, 곱셈과 나눗셈의 문장제에서 그 

의미와 구문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16개 문항을 개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문장제를 의

미론적 요소에 따라 곱셈은 동수누가, 비율, 비교, 정렬, 조합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나눗셈은 포함제, 등분제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곱셈 문장제는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을 문장제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의 분포가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는 동수누가와 정렬이 똑같이 7개씩 46.7%, 조합 1개 6.6%로 나타난 

반면, 익힘책은 정렬은 0%이고 비교 2개 25%, 동수누가가 75%로 집중되어 있었다.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도 마찬가지로 동수누가 유형이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과서는 동수누가가 9개 81.8%, 비교 2개 18.2%로 나타났고 비율, 

정렬, 조합 유형은 없었다. 익힘책에서는 동수누가가 7개 53.8%, 비율 4개 30.8%, 조합 2개 

15.4%로 나타났고, 결국 동수누가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눗셈 문장제는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의 경우 교과서와 익힘책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수학교과서는 등분제가 5개 45.5%, 포함제가 6개 54.5%로 나타났고, 수학익힘책은 

등분제 6개 46.2%, 포함제 7개 53.8%로 분포되어 있었다. 3학년 2학기 2단원 나눗셈에서는 

수학 교과서는 등분제가 7개 70%, 포함제 3개 30%로 등분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익힘

책에서는 등분제가 6개 42.9%, 포함제 8건 57.1%로 포함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곱셈 문장제는 동수누가 

유형이 많은 반면, 나눗셈은 등분제와 포함제가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곱셈의 경우 의미 유형에 따른 다양한 맥락의 문장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미론적 요소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장제 유형에 따라 문장제 해결능력 1차 검사지를 개발하여 검사하고, 또한 미

지수의 위치에 따라 결과량, 변화량, 처음량을 묻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장제 해결능력 2차 

검사지를 개발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2차례의 검사 결과를 보면, 문장제 해결 능력 1

차 검사 결과 곱셈은 동수누가 유형은 80.77% 정답율을 보였으나, 정렬, 비율, 비교, 조합 

순으로 점차 낮은 정답율을 보였는데, 이는 3학년 수학교과서 및 익힘책에 나오는 유형별 

문항수와도 상관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나눗셈은 등분제 유형의 나머지가 있는 

(두 자릿수)÷(한 자릿수)의 경우만 88.46% 정답율을 보였고, 나머지 등분제 1문항과 포함

제 3문항은 90% 이상의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손영례

(2011)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실생활 활용 능력, 수

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상황과 유형의 문장제를 제시할 필요

가 있다.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장제의 구성 유형에 따라 문제해

결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를 낳게 되기에 문장제 유형

에 따른 다양한 구성 방안이 요구된다.

문장제 해결능력 2차 검사 결과 곱셈은 결과량을 묻는 경우 91.67%, 변화량을 묻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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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처음량을 묻는 경우는 87.5%로 동일한 정답율을 보였다. 나눗셈은 결과량을 묻는 경

우가 95.83%, 변화량을 묻는 경우와 처음량을 묻는 경우는 91.67%로 동일한 정답율을 보

였다. 이는 곱셈 정답율과 같은 순으로 4학년 학생들은 곱셈과 나눗셈의 문장제 유형을 

결과량을 묻는 경우가 변화량 또는 처음량을 묻는 경우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구문 유형의 경우 정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부

분은 곱셈과 나눗셈의 역연산 관계를 문장제에서 활용하는 빈도수에 있어서 연산의 유형

과 구문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자주 접한 유형의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

하는 반면, 교과서에서 접하지 못한 유형의 문장제 해결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다는 김한나(2005)의 주장과 수학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 문장제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

응을 분석한 이대현(200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 

문장제에서의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서부

터 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장제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 학생들의 이해 및 해결 능력을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맥락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구문에 따른 학습-지

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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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3rd Grade Types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Word Problem

Lim, Ja Sun3); & Kim, Sung Joon4)

This study analyzes arithmetic word problem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in the 

mathematics textbooks and workbooks of 3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2009 

revised curriculum. And we analyzes type of the problem solving ability which 4th graders 

prefer in the course of arithmetic word problem solving and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s 

per the type in order to seek efficient teaching methods on arithmetic word problem solving 

of students.

First, in the mathematics textbook and workbook of 3rd grade, arithmetic word problem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suggested various things such as thought opening, activities, finish, 

and let's check. As per the semantic element, multiplication was classified into 5 types of 

cumulated addition of same number, rate, comparison, arrayal and combination while division 

was classified into 2 types of division into equal parts and division by equal part. According to 

result of analysis, the type of cumulated addition of same number was the most one for 

multiplication while 2 types of division into equal parts and division by equal part were evenly 

spread in division.

Second, according to 1st test result of arithmetic word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element of arithmetic operation meaning, 4th grade showed type of cumulated addition of 

same number as the highest correct answer ratio for multiplication. As for division, 4th grade 

showed 90% correct answer ratio in 4 questionnaires out of 5 questionnaires. And  2nd test 

showed arithmetic word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element of arithmetic operation 

construction, as for multiplication and division, correct answer ratio was higher in the case 

that 4th grade students did not know the result than the case they did not know changed 

amount or initial amount. This was because the case of asking the result was suggested in 

the mathematics textbook and workbook and therefore, it was difficult for students to 

understand such questions as changed amount or initial amount which they did not see 

frequently.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students to experience more varied types of problems 

so that they can more easily recognize problems seen from a textbook and then,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problem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Key words: arithmetic word problem, textbooks and workbooks, problem solving ability, 

cumulated addition of same number, rate, comparison, arrayal, combination, division into equal 

parts, division by equa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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