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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상승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자연수 사칙계산 

오답유형 및 오답률 추이와 그에 따른 교수학적 

시사점1)

김수미

이 연구는 학년이 상승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자연수 계산 오류가 어떤 양상을 띠며 
변해 가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계산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3, 4, 5, 6학년 58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뺄셈, 곱셈, 나눗셈 검사지를 풀게 하였으며, 미리 설정한 오류유형틀에 입
각하여 학생의 오답 반응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세 계산 영
역에서 학년 상승에 따른 계산 수행능력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
타났으며, 계산 절차를 처음 배우는 시점에서 차년도까지의 향상 폭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계산 오류는 일회 혹은 이회 정도 반복되지만 
삼회이상은 잘 반복되지 않는, 체계성이나 고착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 전략
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초등학생, 자연수, 사칙계산, 계산 오류, 학년상승  

Ⅰ. 들어가기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된 학생들의 계산 오류에 대한 연구 성과는 실로 놀라울 정도이

다. 특히 자연수, 분수, 소수의 사칙 연산 영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종료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김경미, 2007; 김진식, 1995; 김춘화, 2004; 양성윤, 2006; 

윤희태, 2002; 이경아, 1997; 장영숙, 2003; 최진숙, 2005; 추은영, 2003). 이 들 연구는 공통

적으로 오류 유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소유한 오류를 진단하고, 진단된 

오류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별화된 지도를 하는 식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절차를 그대로 따라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활

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가령, 연구자에 따라 한 계산 영역에서 적게는 5~6개, 많게는 

10여개 이상의 오류 유형을 제안하는데, 수 십 명의 학생을 지도해야하는 교사의 입장에

서 한 반 학생 모두를 진단하여 개별화된 처방을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학생들의 오류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거나 고착성이 강한 대표적인 오류 유형 몇 가지와 그것을 처방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1) 이 연구는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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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계산 오류와 관

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이 분

야에는 종단적 연구가 없다. 대부분 국내 연구는 특정 계산 기능을 지도하는 시기에 오류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실시된 바가 없다. 예를 들어 4학년에서 마무리 되는 자연수 

사칙계산은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김선옥, 2002; 윤희태, 2002; 장영

숙, 2003; 김이지, 2004; 박영범, 2005; 최진숙, 2005; 박현주, 2007; 김민정, 2009), 그 이후 

학년인 5, 6학년 대상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오류가 학년이 상승함

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는지, 고착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시기에 교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일회성 실수와 체계적 오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오류 연구 분야에서는 학생

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일회적이 아닌, 나름대로의 논리나 규칙을 가진 체계적인 것을 

일컬어 ‘체계적 오류(systematical errors)’라 한다(Brown & Burton, 1978). 단순 실수인 

경우는 똑같은 행위가 재차 반복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체계적 오류인 경우는 유사한 상

황에서 재차 반복된다. 따라서 체계적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진단지 검사 결과 동일 

유형의 오류가 적어도 2내지 3회 이상 나오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연구는 한 학습자에게서 1회 이상 나온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식으로 오류를 광의적으로 정의하여 오답률을 계산함으로써, 학생들의 단순 실수 중 

일부가 체계적 오류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자연수 계산 오류 실태 및 학년상승에 따른 

추이를 조사하여, 교사들에게 가장 주의해서 지도해야할 대표적인 오류 유형과 그것을 지

도해야할 최적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계산 오류는 어떻

게 변해 가는가? 둘째, 학년 상승에 따른 계산 오류의 변화 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

수학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상에서 기술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뺄셈, 곱셈, 나눗셈 영역의 계산 수행 능력을 조사하였으며, 답안지 1매

당 분석자 3인이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오답 추이 및 체

계적 오류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SPSS 통계분석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의 답

안이 질적 분석되었다. 

Ⅱ. 계산 오류 유형 및 검사 문항

1. 용어정의

Brousseau(1983)는 오개념의 결과로 발생하는 체계적 실수(systematic errors)를 오류라고 

부르고 학습자의 부주의로 인한 일회적인 실수(slips, mistakes)와 구분하였다. 체계적 오류

란 버그(bugs)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지식에서 온 것으로 일정한 환경에서 잘못된 방법이나 

알고리즘, 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27-153에 대해 334

라고 답한 학생의 경우를 보면, 일의 자리에서 7-3을, 십의 자리에서 5-2를, 백의 자리에

서 4-1을 수행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오류로 지칭되는 

오류로서, 이러한 오류를 가진 학생은 피감수가 감수보다 작은 경우 무조건 이와 같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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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하위 유형 보 기

SA. 0처리 오류

SA1. 0에서 어떤 수를 뺄 때, 

결과를 0으로 쓰는 오류

    506       230
  - 345     - 114
    201       120

SA2. 0에서 어떤 수를 뺄 때, 

결과를 그 수로 쓰는 오류

    506       230
  - 345     - 114
    241       124

SA3. 0을 건너뛰고 받아내려야 

할 때 발생하는 오류

    406       302
  - 138     - 127
    178       285

SA4. 0이 연속 두 번 있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

    5 10 10              8 9 10    
   5600       5600
  -1223      -1223
   4287       4677

SA5. 0이 있어 받아내림이 필요

한 경우, 10 대신 9로 받아내리

는 오류

    506       230
  - 345     - 114
    151       115

SB.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오류
    435       356
  - 252      -119
    123       243

<표 1> 자연수 뺄셈 오류 유형 및 보기

으로 답을 한다. 이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서 일관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일컬어 체계적 오

류라 하며, 이러한 오류를 보유한 학생의 답안은 예측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오류 연구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체계적 오류이지만, 통계처리 

과정에서 단순실수와 체계적 오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 

학습자가 한 검사지에서 동일 오류를 각각 2회,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체계

적 오류’를 조사하였다. 또한 발생 횟수와 관계없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계산 오류 유형

에 속하는 것을 ‘계산 오류’라 지칭하고, 그 외 범주에 속하는 자질구레한 실수를 ‘기

타’ 영역에 포함시켰다. 

2. 계산 오류 유형 및 검사 문항

이 연구에서는 자연수 사칙 연산 중 덧셈을 제외한 뺄셈, 곱셈, 나눗셈을 조사 내용으로 

하여, 각 연산의 오류 유형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검사지 3종을 개발하였다. 

가. 뺄셈 오류

뺄셈 오류 유형은 장영숙(2003)의 것을 바탕으로 그 중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뺄셈 오류를 크게 ‘0처리 오류’,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오류’, 

‘받아내림 오류’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하위 유형을 두어 총 11가지 

오류 유형을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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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받아내림

      오류

SC1. 받아내림이 필요없는 상황

에서 받아내림 하는 오류

    435        356
  - 212      - 143
    218        113

SC2. 받아내린 곳에서 1을 빼지 

않는 오류

    435        356
  - 252      - 148
    283        218

SC3. 받아내림하여 생긴 10에서

만 빼는 오류

    435        356
  - 252      - 148
    253        202

SC4. 연속 받아내려야 할 때, 

기계적으로 8, 9, 10 혹은 10, 

10 등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오

류

    3 10 10             4 8 9 10

    431        5326
  - 252      - 2148
    189        2752 

SC5. 10이 아닌 9로 받아내리는 

오류 

    435         356
  - 252       - 148
    273         207

받아내림 
횟수

0의 개수 문항

0번 0
①    8697     
     -2343     

⑨    6836
     -4321

1번
0

②    5937      
     -3542      

⑩    9762
     -3438

1
③    5069      
     -3447      

⑪    8608
     -2164

2번

0

건너뛰어 

받아내림

④    6283      
     -2536      

⑫    8357
     -1438

연속
⑤    7257      
     -2894      

⑬    2543
     -1359

1
0에서 받

아내림 

⑥    8028      
     -5654      

⑭    6502
     -2378

2

0을 건너

뛰어

⑦    7060      
     -3723      

⑮    9080
     -3463

0이 연속
⑧    5600      
     -1223      

⑯    4009
     -1254

<표 2> 자연수 뺄셈 오류 검사 문항

오류 검사지는 받아내림의 횟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장영숙(2003)의 검사문항을 토대로, 

0의 개수와 받아내림의 위치를 기준으로 좀 더 세분화 하여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⑧, ⑪, ⑫, ⑬, ⑮, ⑯은 이 연구에서 새로 추가한 문항들이다.

나. 곱셈과 나눗셈 오류

곱셈과 나눗셈 오류 유형은 윤희태(2002)의 것을 바탕으로 그 중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2). 이 연구에서는 곱셈과 나눗셈 오류를 크게 ‘기수법 오류’, ‘0처리 오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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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 오류’, ‘받아올림 오류’, ‘가정몫 오류’, '소수점 오류‘ 등 6가지로 구분하였

으며, 이 가운데 ’받아올림 오류‘는 곱셈에만 적용되고, ’가정몫 오류‘와 ’소수점 오

류‘는 나눗셈에만 적용되는 오류 유형이다(<표 3>).    

오류 유형 내용 보기

기수법 오류 제자리에 수를 기입하지 못하는 

오류

       1              6

 45 ) 576        × 17  

        45          112

       531           16

                    128

 0처리 오류
0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간

주하는 등, 0을 제대로 처리하

지 못하는 오류

      2             32

  4 ) 80       ×  30          

      8              0

       0  

알고리즘 오류 잘못된 절차를 만들어 사용하는 

오류

     37              31

  × 24        16 ) 38

  1412             3 

                       8         

                         6          

                        2

받아올림 오류
곱셈과정에서 받아올림이 요구

될 때 임의의 잘못된 규칙을 만

들어 적용하는 오류

         2 3

           217  

           ×  5  

          2005  

가정몫 오류
몫이 두 자리 수 이상인 경우, 

어림하여 몫을 한 번에 도출해 

내는 오류

             11   

       45 ) 576   

            495   

             81   

소수점 오류

몫을 소수로 나타내어야 하는 

경우 소수점 자리를 제대로 정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소

수점을 찍는 오류

         20.1

       4)804

         80   

            40

            40

             0

<표 3> 곱셈과 나눗셈 오류 유형 및 보기

곱셈 오류 검사문항은 0처리 오류를 살펴보기 위해 0이 들어간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그 외 오류들은 동일 문항에서도 유발되기 때문에 피승수와 승수의 자리수를 기준으로 문

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총 10 문항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2) 윤희태(2002)의 연구에서는 ‘곱셈구구 오류’, ‘덧셈 오류’, ‘뺄셈 오류’ 등과 같이 한 자리 
수의 간단한 계산 오류를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칙연산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실수는 모두 ‘기타’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그 이유는 답안지 분석결과, 학생들의 오류에서 체계
성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4곱하기 8은 27’로 계산했다면 
다른 문제에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답안지 분석 결과 학생들이 
범하는 대부분의 기본셈 오류는 일회적인 것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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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항
   32

× 30

   20

× 76

   40

× 60

   50

× 60

  207

× 33

    6

× 24

  58

× 3

   43

× 16

  263

× 48

   619

× 156

수학구조 ab×c0 a0×bc a0×b0I a0×b0II a0b×cd a×bc ab×c ab×cd abc×de ab×cde

<표 4> 자연수 곱셈 조사 문항

나눗셈 문항도 곱셈 문항과 마찬가지로 0처리 오류를 살펴보기 위해, 피젯수와 제수에 

0이 놓이는 위치가 다양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은 자리수를 기준으로 구성하였

다. 구성된 총 10문항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항 4)80 20)486 30)90 4)804 7)576 3)459 23)89 18)35 45)585 13)917

수학구조 a)b0 a0)bcd a0)b0 a)b0c      a)bcd      ab)cd      ab)cde

<표 5> 자연수 나눗셈 조사 문항

Ⅲ. 조사대상 및 분석 방법

학년 상승에 따른 오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한 초등학

교 3, 4, 5, 6학년 학생 총 580명에게 검사지를 투입하였다. 검사대상 학교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며,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인천광역시의 평균에 해당한다. 검사지가 투입

된 시점이 학년 초인 점을 감안하여, 3학년에게는 곱셈과 나눗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검사지 투입 결과, 각 영역에서 백지를 내거나, 한 두 개 이하로 맞은 극단적인 계산 부진

아의 답안이 4장 나왔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 576장의 답

안지만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학년별 조사 대상 인원과 분석 대상 수, 

그리고 분석 내용은 <표 6>과 같다.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조사대상 149 145 154 132 580

분석대상 148 143 153 132 576

분석내용 뺄셈 뺄셈, 곱셈, 나눗셈

<표 6> 학년별 조사 대상자 및 분석 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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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오류 유형 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예비

초등교사 3명을 섭외하여 일부 답안지를 대상으로 오류 분석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

정을 통해 오류 유형에 대해 분석자 3명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본격

적인 답안지 분석에 들어갔다. 답안지 1매당 예비초등교사 2명이 교차 분석하도록 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가 모든 답안지를 검토함으로써 3중으로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

다. 최종적인 자료 분석은  SPSS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의 답안

이 질적 분석되었다.  

Ⅳ. 분석결과

1. 학년 상승에 따른 학생들의 계산 수행 능력의 변화 

가. 평균 점수의 변화 

초등학생들의 계산 수행 능력이 학년 상승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계산 영역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경향성을 살펴보았다(<표 7>). 자료 분석 결과,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학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년 

상승에 따른 계산 수행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계산 영역에 따라 계산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뺄셈은 84.80(3학년)에서 93.18(6학년)로 8.38점

이 향상된 반면, 곱셈은 79.79(4학년)에서 93.41(6학년)로 13.62점이, 나눗셈은 63.29(4학년)

에서  89.77(6학년)로 26.48점이 향상되어, 계산 영역에 따라 계산 능력이 향상되는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뺄셈 영역에서의 낮은 향상 정도는 뺄셈 절차의 난도 보다는 뺄셈의 

높은 출발점(3학년) 점수3)와 더 상관된다고 볼 수 있다. 뺄셈은 곱셈이나 나눗셈에 비해 

출발점 점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작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출발점 점수와 상관없이 세 계산 영역의 6학년 평균 점수가 90점 전후로 거

의 유사해 진다는 것이다. 출발점 점수가 가장 낮은 나눗셈의 경우, 6학년 평균 점수가 90

점에서 약간 못 미치는 수치로 가장 낮았지만, 3개 학년 동안 향상된 정도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비약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등학교 학생들은 계산 절차를 처음 배울 때의 

어려움을 학년이 상승하면서 잘 극복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년 상승에 따른 변화의 폭이 가장 큰 학년을 살펴보면, 세 계산 영역에서 공통

적으로 출발점 다음 학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첫 구간 선분의 기울기가 가장 크며, 그 이후 구간에

서는 기울기가 완만해 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6학년 학생들의 계산 수행능력이 

출발점 학년의 점수 보다는 그 다음 학년의 점수와 더 상관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 논문에서는 검사지를 투입한 학년 중 가장 낮은 학년을 출발점이라 하고, 그 학년의 평균 점수
를 출발점 점수라고 칭하였다. 뺄셈은 3학년이, 곱셈과 나눗셈은 4학년이 출발점 학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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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N
뺄셈 
평균

표준
편차

F
곱셈 
평균

표준
편차

F
나눗셈 
평균

표준 
편차

F

3 148 84.80 17.978

9.003 39.929 58.698
4 143 88.55 13.185 79.79 17.582 63.29 29.477

5 153 89.75 11.349 91.37 11.588 83.99 16.162

6 132 93.18 10.657 93.41 11.313 89.77 14.436

<표 7> 학년별 뺄셈, 곱셈, 나눗셈 평균 점수

(100점 만점 환산 점수)

[그림 1] 학년상승에 따른 뺄셈, 곱셈, 나눗셈 수행능력의 변화

나. 체계적 오류의 변화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체계적 오류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동일 오류4)를 2회 이상 

혹은 3회 이상 보이는 학생들이 계산 영역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표 8>). 자료 분석 결과, 체계적 오류를 어떻게 정의했는가에 따라 오류 

발생률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체계적 오류를 동일 오류가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로 

정의한 경우가 3회 이상 발생했을 때로 정의한 경우 보다 오류 발생률이 대략 2 내지 3배 

높게 기록되었다. 학년 평균을 보면, 상이한 정의 방식에 따른 두 오류 발생률 차이는 나

눗셈(3.2배), 곱셈(2.5배), 뺄셈(2.3배) 순으로 크며,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는 5학년 나눗셈 

오류 발생률에서 나타났다. 이 경우 체계적 오류를 2회 이상으로 정의한 경우 발생률이 

13.72%이었던 것이 3회 이상으로 정의하자 발생률이 1.96%로 크게 감소하여, 정의 방식에 

따라 통계치가 무려 7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계산 오류는 1회 혹은 2회까지 반복되고 그 이상은 반복되지 않는, 체계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오류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4) 뺄셈의 경우, 동일 유형의 오류란 하위 유형의 오류를 말한다. 즉 상위 유형인 ‘0처리 오류’의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 유형인 ‘A1 오류(0에서 어떤 수를 뺄 때, 결과를 
0으로 쓰는 오류)’의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통계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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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영역

학년

뺄셈 곱셈 나눗셈

2회 3회 2회 3회 2회 3회

3(148명)
39명

(26.35)

17명

(11.48)

4(143명)
27명

(18.88)

11명

(7.69)

23명

(16.08)

11명

(7.69)

51명

(35.66)

18명

(12.58)

5(153명)
33명

(21.56)

13명

(8.49)

8명

(5.22)

2명

(1.30)

21명

(13.72)

3명

(1.96)

6(132명)
18명

(13.63)

10명

(7.57)

1명

(0.75)

0명

(0.00)

5명

(3.78)

3명

(2.27)

합계
117명

(20.31)

51명

(8.85)

32명

(7.48)

13명

(3.04)

77명

(17.99)

24명

(5.61)

<표 8> 동일 오류를 2회 이상, 3회 이상 반복한 경우로 정의한 경우의 체계적 오류 실태

※ 괄호 안의 백분율은 해당학년학생수
체계적오류보유자수

×

일반적으로 오류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오류는 체계적인 것으로 고착성이 크다고 알

려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 유형의 오류가 3회 이상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통계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뺄셈의 경우, 3학년에서 약 11.48%의 체계적 오류 발생률이 나왔

으며, 그 이후 학년에서는 7~8%로 비슷한 통계치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뺄셈의 체계적 오

류 발생률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4학년 통계치가 그 이후 학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것은 2009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뺄

셈 오류는 4학년에서 크게 개선되지만, 이후 학년에서 그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 뺄셈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절차를 처음 배우는 시점인 4학년

에서 다소 높은 오류 발생률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 학년에서 계산 수행 능력이 크게 개선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5, 6학년의 체계적 오류 발생률은 1~2% 대로 매우 낮은 편임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7~8% 대인 5, 6학년의 뺄셈 체계적 오류 발생률 보다 낮은 것으로, 

곱셈과 나눗셈이 뺄셈 보다 더 어렵다는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문항수가 뺄셈 영역이 16개, 곱셈과 나눗셈 영역이 각각 10개로 문항수가 다

소 차이가 있어서, 도출된 결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계산 영역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들의 계산 오류는 동일 오류

가 2회 이하로 나타나는 비교적 고착성이 약한 오류이며, 동일 오류가 3회 이상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는 계산 절차를 처음 배우는 학년에서는 10% 내외로 나타나지만 그 다음 학년

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3]). 그러나 뺄셈의 경우, 그와 

같은 개선을 그 이후 학년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행능력의 향상 폭이 크

게 개선되는 학년에서 오류에 대한 교정 지도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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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년상승에 따른 체계적

오류(2회 이상) 발생빈도 추이

     
[그림 3] 학년상승에 따른 체계적

오류(3회 이상) 발생빈도 추이

 

2. 계산 영역별 계산 수행의 특징

앞 절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체계적 오류를 엄격하게 정의할 경우, 초등학생들의 오

답에서 체계적 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체계적 오류를 포함하여 단순 실수나 무응답 등의 모든 오답 반응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계산 수행의 특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가. 뺄셈 영역

학년별로 학생들이 범하는 뺄셈 오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3, 4, 

5, 6학년의 뺄셈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오답 반응이 총 1,106회 나

왔다. 이것을 학년별, 오류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표에 의하면, 전체 오답 반

응 가운데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계산 오류에 해당하는 오답은 66.6%이며, 그 나머지는 대

부분 단순 실수(기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뺄셈 오류 유형을 크게 ‘0처리 오류’,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

기 오류’, ‘받아내림 오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 다시 하위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뺄셈 수행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오류 유형 가운데 ‘받아내림 

오류’가 전체 오답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0처리 오류

(23.78%)’였으며, 뺄셈의 대표적 오류로 알려진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오류’

는 예상 외로 매우 적은 비중(3.25%)을 차지하였다. ‘받아내림 오류’에서는 SC2(받아내

린 곳에서 1을 빼지 않는 오류)가 242회(21.9%), SC1(받아내림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받아내

림 하는 오류)이 143회(1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0처리 오류’에서는 SA5(0이 있

어 받아내림이 필요한 경우, 10 대신 9로 받아내리는 오류)가 123회(1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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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학년

SA(0처리 오류) SB

(큰-작)

SC(받아내림 오류) SD

(기타)

SE

(무응답)
소계

SA1 SA2 SA3 SA4 SA5 SC1 SC2 SC3 SC4 SC5

3
1 24 17 18 37   10

 (2.55)

60 68 17 0 3 121

(30.86)

16

(4.08)
392

97(24.74) 148(37.75)

4
0 0 12 9 29 5

(1.80)

37 58 5 4 2 110

(39.71)

6

(2.16)
277

50(18.05) 106(38.26)

5
0 2 12 15 34 15

(5.68)

32 70 14 0 1 68

(25.75)

1

(0.37)
264

63(23.86) 117(44.31)

6
4 16 2 8 23 6

(3.46)

14 46 5 0 1 43

(24.85)

5

(2.89)
173

53(30.63) 66(38.15)

합계
5 42 43 50 123 36

(3.25)

143 242 41 4 7 342

(30.92)

28

(2.53)
1,106

263(23.78) 437(39.51)

<표 9> 초등학생들의 학년별 뺄셈 오답 발생 빈도와 발생률

※ 괄호안의 백분율은 해당학년 오답발생빈도
특정오류유형발생빈도

×

<표 9>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오류를 추려, 학년별 빈도수를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뺄셈 하위 유형은 모두 11개로 그 가운데, SC2, SC1, SA5가 순서대로 

모든 학년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소 예외적으로 6학년에서는 SA2가 추가되어, 

SC2, SA5, SA2, SC1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3학년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6학년이 되어서도 지속된다는 것은 그것이 고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뺄셈 

지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표 10>를 보면, 고착성의 정도가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는데, SC1 오류는 학년 상승에 따른 감소 경향이 뚜렷한 반면, SC2와 SA5는 감소

했다 증가했다 하면서 학년 상승에 따른 감소 경향을 일관되게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한 

SA2는 4, 5학년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던 것이 6학년에 가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11개의 뺄셈 오류 유형 가운데 SC2, SA5, SA2, 이 세 가지가 고착

성이 가장 강하므로, 받아내림 학습 초기에 주의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년(오답빈도) SC2 SC1 SA5 SA2

3학년(392회) 68 60 37 24

4학년(277회) 58 37 29 0

5학년(264회) 70 32 34 2

6학년(173회) 46 14 23 16

<표 10>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뺄셈 오류의 학년별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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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생률이 매우 낮은 오류를 살펴보면, 전 학년을 통틀어 SC4(연속받아내림 오류)가 

4회, SA1(0 빼기 수를 0으로 쓰는 오류)이 5회, SC5(10이 아닌 9로 받아내리는 오류)가 7회

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 자료는 학생들이 계산 과정에서 0을 만나게 되면 평소와 다르

게 행동함을 보여준다. SA1(5회)과 SA2(42회)를 비교해 보면, 모두 ‘0 빼기 어떤 수’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그런데 전자는 그 답으로 무조건 ‘0’을 쓰는 오류이며, 후

자는 거기에 ‘큰 수 빼기 작은 수’ 규칙을 적용해 ‘어떤 수’를 답으로 쓰는 오류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오류(B)’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결국 SA1의 빈도수가 적고 SA2의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학생들이 0이 아닌 수에서는 적

용하지 않는 규칙을 0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SC5(7회)와 

SA5(123회)를 비교해 보면, 모두 받아내림이 필요한 상황에서 10 대신 9를 받아내리는 경

우로, SC5의 빈도수가 적고 SA5의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0이 아닌 수에서는 적용하지 않

는 규칙을 0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피

감수에 0이 들어간 경우의 뺄셈 지도는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나. 곱셈 영역

4, 5, 6학년의 곱셈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오답 반응이 총 553회 

나왔다. 이것을 학년별, 오류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표에 의하면, 전체 오답 

반응 가운데 간단한 계산 실수(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49.19%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자리 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곱셈구구, 받아올림, 덧

셈 등과 같은 간단한 계산이 거듭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5) 결국 곱셈을 잘하

기 위해서는 간단한 계산 실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오류유형

학년

기수법

오류

0처리

오류

알고리즘

오류

받아올림

오류
기타 무응답 소계

4
20

(6.10)

42

(12.80)

67

(20.43)

38

(11.59)

152

(46.34)

9

(2.74)
328

5
0

(0)

20

(14.39)

22

(15.83)

16

(11.51)

70

(50.36)

11

(7.91)
139

6
2

(2.33)

6

(6.98)

8

(9.30)

6

(6.98)

50

(58.14)

14

(16.28)
86

합계
22

(3.98)

68

(12.30)

97

(17.54)

60

(10.85)

272

(49.19)

34

(6.15)
553

<표 11> 초등학생들의 학년별 곱셈 오답 발생 빈도와 발생률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곱셈 오류 유형은 ‘기수법 오류’, ‘0처리 오류’, ‘알고리즘 오

류’, ‘받아올림 오류’ 등 네 가지이며, 학생들의 답안지 분석 결과, ‘알고리즘 오류’

5) 예를 들어 789-234와 같이 받아내림이 없는 세 자리 수의 뺄셈은 ‘9-4’, ‘8-3’, ‘7-2’와 같
이 3회의 간단한 뺄셈을 수행하면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 123×123과 같은 받아올림이 없는 
세 자리 수의 곱셈은 ‘3×3’, ‘2×3’, ‘1×3’, …, ‘1×1’ 등 9회의 곱셈구구와 더불어 세 
곱을 합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세로뺄셈 보다 세로곱셈이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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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17.54%). 다음은 ‘0처리 오류’(12.30%)와 ‘받아올림 오

류’(10.85%)가 비슷한 비중이며, ‘기수법 오류’(3.98%)가 가장 낮은 비중이었다. ‘알고

리즘 오류’는 모든 학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학년이 상승하면서 빈도수

나 전체 오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에서 67회이던 것이, 5학년에서 22회, 6학년에서 8회로 발생빈도가 급감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곱셈 절차에 비교적 쉽게 익숙해짐을 의미한다. ‘0처리 

오류’와 ‘받아올림 오류’ 역시 ‘알고리즘 오류’와 마찬가지로 학년 상승에 따라 발

생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수법 오류’는 네 가지 오류 가운데 가장 극적

으로 오류가 줄어드는 경우로, 4학년에서 빈도가 20회이던 것이, 5학년과 6학년에 가서 각

각 0회와 2회로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간단한 계산 실수를 의미하는 ‘기타’ 항목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이것 역시 계

산 오류와 마찬가지로 학년 상승에 따른 감소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오답에서 

이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

의 실수는 간단한 덧셈이나 곱셈을 잘못 수행해서 발생하는 일회적인 것이 많았으나, 받

아올림 수치를 표기하는 방법의 문제([그림 5, 6, 7])나 ‘0 곱하기 수’를 ‘수’로 쓰는 

경우([그림 4])와 같이 유목화가 가능한 것도 있었다. 계산 오류 가운데 ‘받아올림 오류’

는 학생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인 반면, ‘기타’ 항목에 포함시킨 사례는 받

아올림이 여러 번 있는 경우 수치를 이곳 저곳 무질서하게 표시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단

순 실수를 뜻한다.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의 경우 피감수 바로 위에 받아내림 수치를 기록

하면 되지만, 승수가 여러 자리 수인 곱셈에서는 받아올림 수치를 쓸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러한 어려움이 곱셈에서의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듯하다. 뿐만 아니라 5학

년과 6학년 학생들조차도 ‘0 곱하기 수’를 ‘1곱하기 수’로 오해하여 ‘0’이 아닌 

‘수’로 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효과적인 곱

셈 지도를 위해서는 간단한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에 보다 역점을 두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0×3을

1×3으로 계산
  
[그림 5] 받아올림

수치를 체계적으로

기록

  
[그림 6] 받아올림

수치를 중복해서

기록

  
[그림 7] 받아올림

수치를 여기저기

기록

  

다. 나눗셈 영역

4, 5, 6학년 학생들의 나눗셈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오답 반응이 

총 961회 나왔다. 이것을 학년별, 오류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표 12>이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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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눗셈 오류 유형을 크게 ‘기수법 오류’, ‘0처리 오류’, ‘알고리즘 오류’, ‘가정몫 

오류’, ‘소수점 오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으며, 전체 오답 반응 가운데 이에 해당하

는 오답은 53.6%이며, 계산 실수에 해당하는 ‘기타’는 대략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곱셈 수행과 마찬가지로 나눗셈 수행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산 수행 능

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유형

학년

기수법

오류

0처리

오류

알고리

즘오류

가정몫

오류

소수점 

오류
기타 무응답 소계

4
70

(12.75)

113

(20.58)

66

(12.02)

15

(2.73)

0

(0.0)

190

(34.60)

95

(17.30)
549

5
78

(28.88)

39

(14.44)

15

(5.55)

6

(2.22)

37

(13.70)

85

(31.48)

10

(3.70)
270

6
40

(28.16)

15

(10.56)

2

(1.40)

1

(0.70)

18

(12.67)

53

(37.32)

13

(9.15)
142

합계
188

(19.56)

167

(17.38)

83

(8.64)

22

(2.29)

55

(5.72)

328

(34.13)

118

(12.28)
961

<표 12> 초등학생들의 학년별 나눗셈 오답 발생 빈도와 발생률

<표 12>에서 3개 학년 평균 오류 발생률을 살펴보면, 다섯 개의 나눗셈 오류 유형 가운

데 ‘기수법 오류’(19.56%)와 ‘0처리 오류’(17.3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알고리즘 오류’(8.64%), ‘소수점 오류’(5.72%), ‘가정몫 오류’(2.29%) 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에 제시된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몫을 나타낼 때 자연

수로만 나타내는 4학년에서는 ‘소수점 오류’가 나올 수 없는 반면, 소수로 나타내는 5, 

6학년에서는 ‘소수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수점 

오류’는 그 심각성이 5.72% 이상임은 명백하다.

다섯 개의 오류 유형 가운데, 학년 상승에 따른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0처리 오류’, ‘알고리즘 오류’, ‘가정몫 오류’이다. ‘0처리 오류’의 경우 4학년

에서 발생순위가 1위였으나, 5학년에서는 2위, 6학년에서는 3위로 그 순위가 차즘 내려가

며, 발생 빈도 또한 학년 상승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 오

류’와 ‘가정몫 오류’ 역시 6학년에서는 한 두 개 정도 나타나는 정도로 학년상승에 따

른 개선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수법 오류’는 4학년에서 발생 순위가 2위였으나, 

5, 6학년에서는 모두 1위로, 나눗셈 오류 가운데 학년을 통틀어 가장 대표성을 띤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기수법 오류를 살펴보면 자리를 잘못 잡거나([그림 8]), 0을 불필요하

게 붙이거나([그림 9]), 0을 붙여야 할 곳에 붙이지 않는 등([그림 10])의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것은 학생들이 나눗셈 절차에 내재된 의미를 모르는 채 기계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학년에서 비중이 높은 소수점 오류([그림 11], [그림 12])의 유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등학생들의 자연수 사칙계산 오답유형 및 오답률 추이               139

 
[그림 8] 기수법

오류1(자리를

잘못 잡음)

      
[그림 9] 기수법 오류2(불필요하게

0을 붙임)        
[그림 10] 기수법 오

류3(자리를 잘못 잡

고, 0을 붙이지 않음)

결과적으로 학년상승에 따른 오류 변화 양상만 본다면, 전 학년에서 가장 주의를 두고 

지도되어야할 오류는 ‘기수법 오류’이며, 고학년에서는 ‘소수점 오류’라 할 수 있다. 

‘0처리 오류’는 5학년에서 급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4학년 보다는 5학년에서 주력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그림 11]

소수점 오류1

           [그림 12]

소수점 오류2

라. 결과 요약

자료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의 뺄셈, 곱셈, 나눗셈 수행 능력은 학년 상승과 더불어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계산 영역의 출발점 점수는 다소 상이했으나, 학년이 상승하

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어 마지막 학년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90점 근방의 

유사한 수치를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범하는 계산 오류는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 나타나는 체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1회, 혹은 2회 정도로 나타나는 실수에 더 가까

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조사한 대부분의 계산 오류가 학년이 상승하면

서 발생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을 보면, 초등학생들의 계산 오류는 고착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조사결과를 계산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뺄셈은 세 영역 가운데 출발점 점수

가 가장 높았지만, 학년 상승에 따른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다. 계산 오류 유형으로는 '받

아내린 수에서 1을 빼지 않는 오류'와 '0에서 받아내림 할 때, 10대신 9로 받아내리는 오

류'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 들 오류의 빈도는 학년 상승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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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6학년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뺄셈 오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오류인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오류'는 빈도수가 매우 적게 나타났

다. 이로써 뺄셈 지도에서 주의를 두어야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

났다. 한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이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계산 과정에서 0을 

처리할 때 평소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0에서 받아내림 해야 할 때 

10 대신 9로 받아내린다거나, 0에서 어떤 수를 뺄 때 그 수를 답으로 쓰는 것과 같이 0이 

아닌 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규칙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0이 초등학생들의 뺄셈 수

행에 주요한 장애물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곱셈은 전체 오답에서 단순 계산 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로 높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를 완수

하기 위해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 번 해 내야 하는 세로곱셈 절차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전형적인 것으로는 받아내림이 여러 번 있

는 경우, 그 수치들을 이곳저곳에 무질서하게 마구 기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있었다. 

또한 곱셈 구구 오류 가운데는 '0 곱하기 수'를 '1 곱하기 수'와 혼동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었다. 계산 오류 가운데는 알고리즘 오류, 받아올림 오류, 0처리 오류가 출발점 학년에

서 비교적 빈도수가 높았으나 학년 상승에 따라 꾸준히 감소되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

님이 드러났다.

나눗셈도 곱셈만큼은 아니지만, 전체 오답에서 단순 계산 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대로 높게 나타났다. 세로 나눗셈 절차를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답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곱셈 영역과 달리 전형적인 실수의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계산 오류 가운데 '0처리 

오류', '기수법 오류', '알고리즘 오류'가 출발점 학년에서 빈도수가 높았으나, '0처리 오류'

와 '알고리즘 오류'는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급감한 반면, '기수법 오류'는 6학년에서도 일

정한 수치를 기록했다. '소수점 오류'는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4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학년과 6학년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이었다. 소수점을 쓰

는 위치를 안다는 것은 넓게 생각하면 기수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눗셈 절차를 기수법 원리와 더불어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지닌 계산 오류가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조사함으로써, 계산 지도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적합한 지

도 시기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의도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3, 

4, 5, 6학년 580명을 대상으로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 수행을 조사하였으며, 학생들의 오

답 반응이 정해진 틀에 의거해서 분석되었다. 물론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이 1개교로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 학교, 교사, 학급, 학생 등 결과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변인이 

통제될 수 없는 점은 이 연구의 명백한 한계이다. 그러나 학년 상승에 따른 학생들의 오류 

변화는 기존의 연구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축적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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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앞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계산 지도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계산 오류는 체계성이나 고착성이 강하지 않은 만큼, 

저학년에서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 보다는 교정지도의 적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바로는 대부분의 계산 오류가 출발점 학년 보다는 그 다음 학년에서 급

감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부 고착성이 높은 오류를 제외한 오류의 교정은 계산 

절차가 지도된 차년도에 집중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뺄셈 지도에서 가장 주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인데, 수에서 

받아내리는 경우와 0에서 받아내리는 경우, 학생들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테면, 두 가지 경우의 보기를 칠판에 동시에 제시하고 그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234와 같은 수를 '

백이 2, 십이 3, 일이 4'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도 '백이 1, 십이 13, 일이 4', '백이 2, 십

이 2, 일이 14' 등과 같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요구되며, 뺄셈에서 받아내림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주어진 수를 자유자재로 고쳐 묶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곱셈과 나눗셈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두 계산은 매우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수가 

들어올 여지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따라서 계산 전에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게 하거나, 

계산의 매 단계를 점검해 보게 하는 식으로 성급하게 계산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도움

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곱셈에서 받아올림 수치를 기록하는 것과 같이 특정 수치를 

기록해야하는 경우 미리 장소를 정해서 늘 일정한 곳에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식으로 단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지도되어야 한다.  

넷째, 곱셈 오류는 대체로 학년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최종학년인 6학년에서의 빈도수

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출발점 학년

에서 '알고리즘 오류'가 큰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초등학생들이 곱셈 절차를 익히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곱셈 알고리즘을 지도하는 초기에 절차를 개

념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연결하는데 보다 주의

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나눗셈 오류 가운데 모든 학년에서 주의를 두고 지도해야할 것은 '기수법 오류'

이며, 고학년에서는 '소수점 오류'이다. 두 오류는 모두 십진기수법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눗셈 절차 내에 기록된 수치의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젯수와 몫의 각 자리를 구분하도록 세로선을 그어, 각 자리에 기

입된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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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ition of Error Patterns and Error Rates in Elementary Students' 

Arithmetic Performance by Going Up Grades and Its Instructional Implication

Kim, Soo Mi6) 

This study is designed to see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tudents’arithmetic 

error patterns and error rates by going up grades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struction. For this, 580 elementary students of grade 3-6 are tested with the 

same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problems. Their errors are analyzed by the 

frame of arithmetic error types this study sets. As a result of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children's performance in arithmetic get well as their grades go up and the first 

learning year of any kind of arithmetic procedures has the largest improvement in 

arithmetic performance. It is concluded that some arithmetic errors need teachers' 

caution, but we fortunately find that children's errors are not so seriously systematic and 

sticky that they can be easily corrected by proper intervention. Finally, several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arithmetic procedur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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