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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ㆍ3학년 학생들의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1)문제해결 능력 분석1)

정 소 윤 (어룡초등학교)

이 대 현 (광주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식으로 된 문

제와 의미론적 측면의 유형별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문

제해결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과 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덧셈과 뺄셈

식과 문장제 모두에서 결과를 모르는 경우의 정답률이 가

장 높았으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와 처음량을 모르는 경

우 순으로 정답률에 차이를 보였다. 덧셈 문장제에서는 결

과를 모르는 경우에 합병 상황에서 첨가 상황보다 다소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 뺄셈 문장제에서는 구잔 유형의 정답률이 구차나 등화

유형의 정답률보다 높았으며, 등화 상황과 구차 상황의 정

답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I. 서 론

점진적으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

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문제해결, 추론, 창의ㆍ

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과 같은 수학

교과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교육부, 2015). 수학

학습을 통하여 길러진 교과 핵심 역량은 타 교과의 성

공적인 학습에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전문 능력의 증진과 창의․인성 중심의 지식 기반 사

회의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소양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토대가 된다.

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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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정소윤(2014)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

여 정리ㆍ분석한 것임.

적 소양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바로 초등학교이며, 초등

학교 교육은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 필

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 교과

는 수학을 활용하여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요하

기 때문에 초등 수학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강지형 외, 1999), 학교 수학은 미래사회에 학

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수학적 사고력과 실생

활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노력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학습을 통하여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

을 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

육부, 2015). 교육과정의 강조 사항과 더불어, 수학과

학습지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

략을 고안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은 다양한 현상과 생활 문제를 수학과 연결하고

적절한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수학 교과 핵심 역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 중에는

덧셈과 뺄셈의 문제 상황이 아주 많다. 각 모둠의 학

생 수를 모두 합하여 구한다거나, 용돈의 사용액을 계

산하여 남은 돈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덧셈과 뺄셈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도출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해

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수학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바탕

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

는 상황과 맥락이 가미된 상황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수식으로 제시된 문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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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수식으로 제시

되어 단순한 연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면서

도 상황이 내재된 문장제에서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박아영, 2012). 이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동일

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측 가능하다.

특히 1-2학년 과정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학습내용

은 덧셈과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이해하고, 두 자리 수의 범위에

서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의 유

무에 따라 1학년과 2학년의 학습 내용을 구분하고 있

다(교육부, 2013a; 2013b). 이러한 학습 내용에 비추어

1-2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받아올림과 받아내림

의 유무에 따라 문제해결력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를 분석하는 것은 연산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다. 이 두 학년간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학습 내용은

이후의 자릿수의 확장에 따른 덧셈과 뺄셈 문제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년별 학습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산 지도에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교육

과정 1-2학년군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자연수의 덧셈

과 뺄셈 문장제 유형을 의미론적으로 분석 결과에 비

추어(정소윤, 2014), 덧셈과 뺄셈식 문제해결과 문장제

유형별로 학생들의 문장제에 대한 정답율과 풀이과정

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문장으로 표현된 문제를 모두 문장제라

고 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다소 포괄적

이고 외형적인 측면만 강조한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Rosenthal & Resnick(1974)은 논리적ㆍ분석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문장제라 하였고, Kantowski(1981)는

문장제를 언어적 문제로, 문제의 구조를 인지한 다음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정확히 적용하기를 요구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장제는 그 문제

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구조적 변인이 있는데,

Carpenter & Moser(1983)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구문론적 분류로서 구

문, 어휘 수준, 문제를 구성하는 단어 어휘 수의 측면

으로 분류하고, 둘째는 문장제가 표상되는 순서에 따

른 수식의 유형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며, 셋째는 문장

제의 의미 유형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다. 또한 김진숙

(1998)은 Carpenter & Moser(1983)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하여 초등학교 수학과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를

구문론, 의미론, 소재, 문제해결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구문론은 문장의 구조적 표현 형태와 관

련된다(김진숙, 1998). 수학 문장제는 수학적 언어인

전문 용어와 자연 언어가 같이 주어져서 언어로 된 문

제 상황을 읽고 수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구문론적

기능은 표상 체계의 기능보다는 기호적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문장제에서는

문장의 길이, 자료의 제시와 계산 순서 불일치, 불필요

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의 포함, 개방형 질문, 문제의 문

법적 복합성 등이 구문론적 관점에서 문장제의 난이도

결정에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의미론은 언어표현과 의미와의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인데, 문장제에서 의미론은 문장이 만들어

내는 수학적 의미이다(김진숙, 1998). 의미론적 측면에

서 덧셈 문제 상황은 첨가와 합병 상황을, 뺄셈 문제

상황은 구잔, 구차, 등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결과를 모르는 경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로 구분하여 15가지 문장

제를 만들 수 있다(Baroody & Coslick, 1998).

한편 문제해결 전략이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절차나 해법, 발견의 실마리를 얻도록 하는

방책을 뜻한다(현종익, 1999). Charles & Lester(1982)

는 이를 일반적 전략과 보조적 전략으로 나누었는데,

일반적 전략으로는 규칙 찾기, 연역․귀납 추론하기,

거꾸로 생각하여 풀기, 추측하고 검토하기, 유사 문제

관련짓기, 방정식 만들기를, 보조적 전략으로는 문제를

다시 읽어 보기, 단서가 될 만한 것 찾기, 중요 정보

기록하기, 정리하여 세목별 표 만들기, 삽화․교구․그

래프 만들어 사용하기, 실험․실연 해보기, 단순화하여

생각하기를 들고 있다. 문제해결 전략 면에서 학생들

은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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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문장제의 경우에 학생들은 스스로 완전학습이 이루

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만족

스럽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학

생들이 수식으로 제시된 문제보다 문장으로 기술된 문

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장제의 의미 구조에 따라서 문제해결 성공

률이 다르고, 이전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문제에 대한

경험에 따라 문제해결력이 달라진다(조영신, 2000). 그

런데 수학과 학습 지도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활

용되는 자료가 교과서이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

의 유형은 학생들의 문장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수학 학습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는

체계적인 오해나 오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측면에

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으로 Brousseau(1997)는 오개념의 결과이고, 때로는

교사의 지도 과정의 결과로 일어나며, 교사가 잘못 인

식된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고 한다.

또, 학생들이 자신의 독창적이고 비형식적인 방법을

창안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오류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Movshovitz-Hadar & Orit Zaslavsky(1987)는 학생들

의 공통된 오류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하여 오류

가 우연한 것이 아니며,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뜻

을 통하는 유사-논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

다. 그들은 Radatz(1979)의 오류 원인이 엄밀한 분류가

어렵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구조적이라고 불리는 질

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 문

제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 정리나 정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 논증

되지 않은 해답, 기술적인 오류를 제시하였다(노영아,

200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수학에서 오류의 일반적인 유형과 덧셈과 뺄셈 문장제

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해결 특징을 바탕으로 오류 유

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문장 해석상의 오류: 문장 해석상의 오류에는 낱

말이나 어휘의 잘못된 해석, 불필요한 조건의 사용, 잘

못된 연산 방법의 선택, 잘못된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

과 같이 문장 해석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의미

한다.

2) 계산 오류: 계산 오류는 받아올림의 오류, 받아내

림의 오류, 연산 기호와 관련된 오류 등과 같이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3) 기술적인 오류: 기술적 오류는 식을 세울 때 숫

자를 바꿔서 쓰거나, 계산은 바르게 하였으나 답을 쓰

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는 것과 같이 계산식이나 답을

쓰는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를 말한다. 또 그림으로 표

현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나 그림으로 표현된 개체의 수

를 세는 과정에서 수세기에 의한 오류를 말한다.

4) 풀이하지 않음: 이 오류는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에서 중단하였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

혀 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에 소재한 E초등학교 2학년

과 3학년 각각 3개 학급, H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각

각 1개 학급, J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각각 1개 학급

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2학년 5개 학급의 학생

들은 118명이었고, 3학년 5개 학급의 학생들은 109명

이었다. 이들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

서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각 유형별 문장제에

대한 해결 정도와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덧셈과

뺄셈 계산 능력과 문장제 해결 능력 및 오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 도구를 활용한 조사연구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

학과 교육과정 중 1-2학년군에 제시된 수와 연산 영역

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덧

셈과 뺄셈의 형식적인 계산 능력을 알 수 있는 15개의

식 계산 문항과 Baroody와 Coslick(1998)의 분류 기준

에 따라 1-2학년군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 유형

을 분석ㆍ참고하여 15개의 문장제를 개발하였다(부록

참조)2). 현장 교사들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

2) Baroody와 Coslick(1998)은 의미론적 측면에서 덧셈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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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항 내용 문항번호(문항에 포함된 식, 2/3학년)

덧셈

계산식

결과를 모르는 덧셈식 (a+b=□) 1(41+17=□/34+17=□), 2(24+34=□/58+66=□)

변화량을 모르는 덧셈식 (a+□=c) 3(23+□=39/75+□=93), 4(35+□=77/46+□=82)

처음량을 모르는 덧셈식 (□+b=c) 5(□+25=89/□+26=44), 6(□+41=78/□+35=84)

뺄셈

계산식

결과를 모르는 뺄셈식 (a-b=□)
7(49-12=□/53-18=□), 8(55-34=□/74-47=□),

9(68-46=□/92-64=□)

변화량을 모르는 뺄셈식 (a-□=c)
10(39-□=21/63-□=26), 11(76-□=24/71-□=39),

12(47-□=12/83-□=57)

처음량을 모르는 뺄셈식 (□-b=c)
13(□-35=22/□-39=22), 14(□-14=54/□-16=58),

15(□-63=16/□-47=44)

덧셈

문장제

결과를 모르는 첨가 상황 16(42+15=□/35+18=□)

결과를 모르는 합병 상황 17(27+32=□/57+64=□)

변화량을 모르는 첨가 상황 21(25+□=48/76+□=93)

변화량을 모르는 합병 상황 22(33+□=76/48+□=85)

처음량을 모르는 첨가 상황 26(□+24=88/□+25=44)

처음량을 모르는 합병 상황 27(□+42=79/□+35=84)

뺄셈

문장제

결과를 모르는 구잔 상황 18(48-15=□/54-17=□)

결과를 모르는 구차 상황 19(56-34=□/73-48=□)

결과를 모르는 등화 상황 20(65-42=□/92-64=□)

변화량을 모르는 구잔 상황 23(39-□=23/65-□=26)

변화량을 모르는 구차 상황 24(78-□=24/71-□=38)

변화량을 모르는 등화 상황 25(48-□=11/83-□=56)

처음량을 모르는 구잔 상황 28(□-33=25/□-36=28)

처음량을 모르는 구차 상황 29(□-16=53/□-15=56)

처음량을 모르는 등화 상황 30(□-63=14/□-47=45)

[표 1] 검사지 문항의 구성 내용

[Table 1] The content of questionnaire

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완성한 후, 본 연구 대

상이 아닌 2학년과 3학년 각각 한 학급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서는 정해진 검사시간인 40분 안에 문제

해결 가능성 정도와 문장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해 검사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였고, 3학년

검사지의 29번 문항에서 문장의 진술을 학생들의 수준

에 적합하도록 수정ㆍ보완하여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본검사를 실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오류 경향을 분석하였다.

제를 첨가와 합병 상황으로, 뺄셈 문장제를 구잔, 구차, 등

화 상황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결과를 모르는 경

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로 구분

하여 15가지 문장제를 제시하고 있다.

3. 검사도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사 도구는 2009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별 성

취 기준 및 성취 수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검사

문항은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항의 난이도와 비슷한

유형으로 하여 두 학년의 문항 내용을 수식 구조와 의

미론적 측면에서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 목적

과 취지에 따라 학년 수준에 맞게 받아올림과 받아내

림의 유무로 학년별 문제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2학년 학생들에게는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에서 이미 학습하였던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두 자리 수)와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두

자리 수)의 내용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에게는 2학년 수와 연산 영역에서 학습하였던



초등학교 2ㆍ3학년 학생들의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분석 131

학년

유형 및 문항

2학년(118명) 3학년(109명)

정답자수 정답률(%) 정답자수 정답률(%)

결과를 모르는 경우

(a+b=□)

1 114 96.61 107 98.17

2 114 96.61 101 92.66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a+□=c)

3 103 87.29 95 87.16

4 107 90.68 97 88.99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

(□+b=c)

5 106 89.83 95 87.16

6 109 92.37 96 88.07

[표 2] 덧셈식 문제 정답률

[Table 2]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n addition sentence

학년

유형 및 문항

2학년(118명) 3학년(109명)

정답자수 정답률(%) 정답자수 정답률(%)

첨가

a+b=□ (16번) 98 83.05 92 84.40

a+□=c (21번) 84 71.19 87 79.82

□+b=c (26번) 82 69.49 87 79.82

합병

a+b=□ (17번) 104 88.14 101 92.66

a+□=c (22번) 83 70.34 91 83.49

□+b=c (27번) 67 56.78 85 77.98

[표 3] 덧셈 문장제 정답률

[Table 3]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n addition word problem

받아올림이 한 번, 또는 두 번 있는 (두 자리 수)+(두

자리 수)와 한 번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두

자리 수)의 내용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가

완료된 검사지를 수합하여 각 문항별 정답 여부를 먼

저 조사하고, 정답자 수와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문장

제에서는 15가지 문장제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ㆍ분석

하였다. 또한 오답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형별 오답률

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덧셈

1) 덧셈식 해결 능력 분석

학생들의 덧셈식 해결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모두 덧셈식 계산에

있어 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변화량이나 처음량을 모르

는 경우보다 정답률이 높았고,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와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에 대한 정답률에서는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덧셈식 계산에 있어 3학년 학

생들의 경우에 주목할 점은 결과를 모르는 경우의 한

번 받아올림이 있는 1번 문제보다 두 번 받아올림이

있는 2번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2) 덧셈 문장제 해결 능력 분석

학생들의 덧셈 문장제 해결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 모두 덧

셈식 계산 문제보다 덧셈 문장제에서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 덧셈 계산식 문제의 정답률과 비슷하게 결과

를 모르는 경우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변화량을 모

르는 경우와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 순으로 정답률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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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학년 학생들에게서 덧셈식 문제와 문장제 해

결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3학년 학생들은 2

학년 학생들과 유형별 정답률의 차이에 있어서 경향은

비슷하였지만, 덧셈식 문제와 문장제 해결 간의 차이

는 줄어들었다. 학생들의 풀이과정 비교를 통해 그 원

인을 분석한 결과,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덧셈 계산력

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계산 과정상의 오류 비율이 줄

어들었고, 덧셈과 뺄셈의 호환 및 문장제 해결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문제를 조금 쉽게 느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변화량을 모르는 첨가 유형의 문장제에

서 문제해결에 성공한 3학년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림

1]과 같이 답을 산출하기 위해 문제 맥락에 따라 역연

산으로 쉽게 해석하여 뺄셈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2학년 학생들은 [그림 2]처럼 정답을 산출하기는

하였지만, 문제에 제시된 정보의 제시 과정에 부합하

는 덧셈식을 만드는데 충실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식을 수립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림 1] 3학년-21번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역연산

한 예시(1)

[Fig. 1] 3rd grade- student’s example in 21(1)

[그림 2] 3학년-21번 자신이 산출한 숫자를 넣어

식을 만든 예시(2)

[Fig. 2] 3rd grade- student’s example in 21(2)

한편, 덧셈 문장제 유형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 첨가와 합병 상황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주로 학습하

였던 결과를 모르는 문제의 경우는 합병 상황이 첨가

상황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병 상황이 첨가 상황보다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노현옥, 정은실, 2005)와 유사하다.

하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빈도가 낮았던 처음량을 모르

는 경우는 첨가 상황이 합병 상황보다 성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덧셈 문장제 해결에 실패한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

으로 문제를 읽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전

략을 잘못 수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풀이

를 하지 않은 경우, 계산 과정에서의 오류, 옮겨 쓰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오류 등이 다소 발견되었다. 그리

고 아래의 [그림 3]에서 2학년 학생의 경우처럼 덧셈

계산력을 갖추고 문제해결 전략도 바르게 수립할 수

있었으나, 문장제에서 계산의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도

발견되었다.

[그림 3] 덧셈식과 문장제 해결 비교 예시

[Fig. 3] The example of the comparison between

addition sentence and word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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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제 유형

오류 유형

3학년 오류자수(오답률,%)

첨가 합병
계

결과 변화 처음 결과 변화 처음

문장 해석상의 오류 7(41.18) 8(36.36) 10(45.45) 1(12.50) 11(61.11) 7(29.17) 44(39.64)

계산 오류 8(47.06) 7(31.82) 3(13.64) 5(62.50) 3(16.67) 7(29.17) 33(29.73)

기술적 오류 1(5.88) 2(9.09) 1(4.55) 1(12.50) 0(0) 1(4.17) 6(5.41)

풀이하지 않음 1(5.88) 5(22.73) 8(36.36) 1(12.50) 4(22.22) 9(37.50) 28(25.22)

합계 17(100) 22(100) 22(100) 8(100) 18(100) 24(100) 111(100)

2학년 오류자수(오답률,%)

문장 해석상의 오류 10(50.00) 22(64.71) 18(50.00) 4(28.57) 22(62.86) 34(66.67) 110(57.90)

계산 오류 5(25.00) 3(8.82) 4(11.11) 4(28.57) 0(0) 3(5.88) 19(10.00)

기술적 오류 2(10.00) 4(11.76) 0(0) 0(0) 5(14.29) 2(3.92) 13(6.84)

풀이하지 않음 3(15.00) 5(14.71) 14(38.89) 6(42.86) 8(22.86) 12(23.53) 48(25.26)

합계 20(100) 34(100) 36(100) 14(100) 35(100) 51(100) 190(100)

[표 4] 덧셈 문장제 오류 유형 분석

[Table 4] The analysis of error types in addition word problem

위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학생들은 덧셈식보다

덧셈 문장제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첨가

나 합병 상황에 따른 오류 경향에서의 차이는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2. 뺄셈

1) 뺄셈식 해결 능력 분석

학생들의 뺄셈식 해결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 모두 뺄셈식의

계산에서 결과를 모르는 경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또한

결과를 모르는 경우나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2학

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성공

률을 보였다. 이것은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전체와

부분의 관계 및 덧셈과 뺄셈의 역연산 관계를 바탕으

로 미지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덧셈식을 세워 처음량

을 구하려 시도했지만, 받아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오

류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2) 뺄셈 문장제 해결 능력 분석

전체적으로 뺄셈 문장제는 뺄셈식보다 훨씬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 구잔 유형의 정답률이 구차나 등화

유형의 정답률 보다 높았다. 또한 결과를 모르는 경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이는 뺄셈의 계산 능력 및 덧셈의

문장제 해결 능력과도 비슷한 결과이며, 노현옥과 정

은실(200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리고 교과

서에 제시된 뺄셈 문장제 유형의 빈도 즉, 학생들이

학습한 문장제 유형의 비율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셈 문장제와 비슷하게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구

잔 상황과 구차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해결에 성공한

정답자의 대부분은 [그림 4]와 같이 □를 사용하지 않

고 답을 산출하기 위한 뺄셈식을 만들어 결과 값을 구

하였다. 마찬가지로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에 정답자의

대부분은 역연산의 관계를 이용하여 답을 산출하기 위

한 덧셈식을 만들어 결과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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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유형 및 문항

2학년(118명) 3학년(109명)

정답자수 정답률(%) 정답자수 정답률(%)

결과를 모르는 경우

(a-b=□)

7 110 93.22 101 92.66

8 111 94.07 97 88.99

9 108 91.53 92 84.40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a-□=c)

10 105 88.98 85 77.98

11 102 86.44 89 81.65

12 104 88.14 90 82.57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

(□-b=c)

13 71 60.17 71 65.14

14 80 67.80 70 64.22

15 78 66.10 74 67.89

[표 5] 뺄셈식 문제 정답률

[Table 5]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n subtraction sentence

학년

유형 및 문항

2학년(118명) 3학년(109명)

정답자수 정답률(%) 정답자수 정답률(%)

구잔

18 ( a-b=□ ) 101 85.59 98 89.91

23 ( a-□=c ) 86 72.88 88 80.73

28 ( □-b=c ) 63 53.39 73 66.97

구차

19 ( a-b=□ ) 97 82.20 89 81.65

24 ( a-□=c ) 73 61.86 87 79.82

29 ( □-b=c ) 72 61.02 65 59.63

등화

20 ( a-b=□ ) 96 81.36 91 83.49

25 ( a-□=c ) 85 72.03 83 76.15

30 ( □-b=c ) 69 58.47 78 71.56

[표 6] 뺄셈 문장제 정답률

[Table 6]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n subtraction word problem

[그림 4] 3학년-24번 변화량을 모르는 구차 상황의

문제해결 예

[Fig. 4] 3rd grade- student’s example in 24

단, 등화 상황의 경우는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아 학

생들의 학습 경험이 부족하고 문장제 정답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답률에 있어 구차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원인 파악을 위하여 3학년

등화 상황 문항의 정답자들과의 풀이 과정에 대한 면

담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두 양의 차이를 인지하고

단순히 뺄셈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예를 들어, 등화 상황 중 결과를 모르는 경우인 3학

년-20번 문항은 학생들이 소고와 소고채 수의 차이를

묻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림 5]와 같이 뺄셈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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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학년-20번 결과를 모르는 등화 상황의

문제해결 예

[Fig. 5] 3rd grade- student’s example in 20

마찬가지로 등화 상황 중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인

3학년-25번 문항도 남자팀이 터뜨린 풍선의 수와 여자

팀이 터뜨린 풍선의 수의 차이를 묻는 상황으로 인식

하고 [그림 6]과 같이 뺄셈식을 세워 결과 값을 구하

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등화 상황의 문장

제의 경우에 구차 상황의 특별한 경우로 해석하는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등화 상황 중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인 3학년-30번 문항은 풀이 과정

을 쓰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모든 정답자들이 뺄셈식이

아닌 답을 산출하기 위한 덧셈식으로 풀이과정을 제시

하였다. 또 오류를 범한 학생의 상당수는 등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 값을 구하는 뺄셈식으로 잘못된

전략을 수립한 경우였다.

[그림 6] 3학년-25번 변화량을 모르는 등화 상황의

문제해결 예

[Fig. 6] 3rd grade- student’s example in 25

뺄셈 문장제 해결에 실패한 학생의 오류 유형을 4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2학년 학

생들의 경우 덧셈 문장제 오류 경향과 마찬가지로 문

제를 읽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전략을 잘

못 수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풀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계산 과정에서의 오류,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의 기술적 오류 등이 다소 발견되었다. 그러나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장 해석상의 오류, 계산 과정에

서의 오류, 풀이를 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오류 순으

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문제해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2학년 학생

들이 문제 이해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풀

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비율은 3학년 학생들

이 2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수식 계산과 문장제 해결 능력과의 관계 및 학생들이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를 범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

한다.

첫째, 학생들은 덧셈 문장제보다는 덧셈식 문제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덧셈 문장제 중에서는 결과

를 모르는 경우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과서에서 자주 접한 유형의 문제를 학생들은

잘 해결하지만, 교과서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유

형의 문장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낮다는 김한나(2005)

의 연구결과나 노현옥과 정은실(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뺄셈에서는 결과나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에 뺄셈식

문제와 뺄셈 문장제의 정답률이 큰 차이를 보였지만,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뺄셈식 문제와 뺄셈 문장제

의 정답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처음량을

모르는 ‘뺄셈식 문제’의 경우에 덧셈식과 뺄셈식 간의

역연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문제해결에 성

공하지 못한 반면에, 처음량을 모르는 ‘문장제’에서는

문제 상황을 바로 덧셈 상황으로 인식하여 덧셈식을

만들어 정답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량을 모르는 ‘문장제’와 같이 문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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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제
유형

오류
유형

3학년 오류자수(오답률,%)

구잔 구차 등화

계
결과 변화 처음 결과 변화 처음 결과 변화 처음

문장 해석상의
오류

6
(54.55)

5
(23.81)

20
(55.56)

7
(35.00)

6
(27.27)

29
(65.91)

5
(27.78)

6
(23.08)

12
(38.71)

96
(41.92)

계산 오류
4

(36.36)
9

(42.86)
5

(13.89)
10
(50.00)

9
(40.91)

4
(9.09)

11
(61.11)

11
(42.31)

7
(22.58)

70
(30.57)

기술적 오류
0
(0)

1
(4.76)

0
(0)

1
(5.00)

0
(0)

0
(0)

0
(0)

1
(3.85)

1
(3.23)

4
(1.75)

풀이하지 않음
1
(9.09)

6
(28.57)

11
(30.56)

2
(10.0)

7
(31.82)

11
(25.00)

2
(11.11)

8
(30.77)

11
(35.48)

59
(25.76)

합계
11
(100)

21
(100)

36
(100)

20
(100)

22
(100)

44
(100)

18
(100)

26
(100)

31
(100)

229
(100)

2학년 오류자수(오답률,%)

문장 해석상의
오류

5
(29.41)

15
(46.88)

29
(52.73)

11
(52.38)

34
(75.56)

19
(41.30)

8
(36.36)

19
(57.58)

21
(42.86)

161
(50.31)

계산 오류
5

(29.41)
6

(18.75)
5
(9.09)

3
(14.29)

2
(4.44)

8
(17.39)

6
(27.27)

3
(9.09)

6
(12.24)

44
(13.75)

기술적 오류
1
(5.88)

5
(15.63)

2
(3.64)

1
(4.76)

1
(2.22)

0
(0)

2
(9.09)

0
(0)

0
(50.0)

12
(3.75)

풀이하지 않음
6

(35.29)
6

(18.75)
19
(34.55)

6
(28.57)

8
(17.78)

19
(41.30)

6
(27.27)

11
(33.33)

22
(44.90)

103
(32.19)

합계
17
(100)

32
(100)

55
(100)

21
(100)

45
(100)

46
(100)

22
(100)

33
(100)

49
(100)

320
(100)

[표 7] 뺄셈 문장제 오류 유형 분석

[Table 7] The analysis of error types in subtraction word problem

의 경우에도 문장의 구조 및 순방향적 사고에 적합한

문장의 배열 등이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의 문장제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의미론적 측면에 치중해 온 것에 비추

어 구문론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

을 제기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

시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학년 수준에 적합한 내용의 덧셈식과 뺄셈식 문제와

문장제를 이용하여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덧셈식과 뺄셈식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 2학년 학

생들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장제에서는 3학

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것은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덧셈식과 뺄셈식 문제에

서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식으로 된 문제에서

해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

지만, 문장제의 경우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

생들보다 학습 경험이 많아 문장제에 익숙한 결과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교과

서에서 자주 접한 친숙한 문장제의 해결에 강점을 보

인다는 연구 결과가 학년 수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문장제 해결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의 분석에

서는 덧셈과 뺄셈 모두에서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문장 해석상의 오류’를 제일 높게 나타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높은 비율에서 2학년 학생들은 ‘풀지 않음’을

나타낸 반면에, 3학년 학생들은 ‘계산 오류’를 나타내었

다. 이것은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해결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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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문장제 해결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3

학년 학생들은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문장제에

서 계산 오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것은 계산식에 내재된 수치의 영향 및 문장제의 해결

경험과 문제해결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

넷째, 학생들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인식하고 문제해

결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경험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의 문제 상황이 일부 유형에 집중된 경

향이 있다(정소윤, 2014). 또한 학생들의 덧셈과 뺄셈

에 대한 형식적인 계산 능력이 문장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장제 해결의 경우에 문제해결을 시도

하지 않거나, 계산력을 갖추고 문제해결 전략도 알맞

게 수립하였지만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정소윤, 2014). 그러므로 현장 교사는 수업의

도입 부분에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의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각색하거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외의 다양한 상황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상황 문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Ⅵ. 결론

수학과 학습지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

고 해결 전략을 고안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

야 한다. 또 학생들은 다양한 현상과 생활 문제를 학

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연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하며 수학적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등의 수학적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한

다. 그 중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 중이 바로 문장제이다(전은미, 2002). 또한

초등학교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은 기초ㆍ기본 학습 내

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문장

제 해결 정도와 형식적인 계산 능력과의 관계 및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문장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

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

교 1-2학년군 수학 교과서로 학습한 초등학교 2, 3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검사

문항은 덧셈과 뺄셈의 형식적인 계산 능력을 알 수 있

는 연산 문제 15문항, 문장제 분류 기준에 따른 문장

제 15문항으로 모두 30문항을 제작하였고, G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2학년 5개 학급 118명, 3학년 5개

학급 109명의 학생들을 임의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덧셈

식의 계산에서는 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변화량이나 처

음량을 모르는 경우보다 정답률이 높았고,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와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에 대한 정답률에

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덧셈 문장제에서는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 모두 덧셈식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였는데, 결과를 모르는 경우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와 처음량을 모

르는 경우 순으로 정답률에 차이를 보였다. 또 첨가

유형과 합병 유형의 문장제에서는 결과를 모르는 경우

에 합병 상황에서 첨가 상황보다 다소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2학년

학생들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였고, 3학년 학생들은 2

학년 학생들과 유형별 정답률에 있어 경향은 비슷하였

으나, 유형별 비율의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경험한 빈도수가 많을수

록 높은 정답률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뺄셈식의 계산에서는 결과를 모르는 경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 순으로 높은 정답

률을 보였다. 또 결과를 모르는 경우나 변화량을 모르

는 경우에 있어서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나, 처음량을 모르는 경우에 있

어서는 3학년 학생들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성공률

을 보였다. 뺄셈 문장제에서는 뺄셈식에 비해서는 훨

씬 낮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뺄셈식과 유사하게 결과

를 모르는 경우, 변화량을 모르는 경우, 처음량을 모르

는 경우 순으로 성공률이 높았다. 또 구잔 유형의 정

답률이 구차나 등화 유형의 정답률 보다 높았으며, 등

화 상황의 경우는 정답률에 있어 구차 상황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경험한

빈도수가 많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경험한 빈도가 높은 ‘결과를

모르는 유형’의 덧셈과 뺄셈 문장제일수록 쉽게 느끼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력 향상을 위하여 수업의 도입 부분에 활용되는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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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활용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문

장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형식적인 계산 능력이

문장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수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

생들이 형식적인 계산 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뿐만이

아니라,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실생활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장

제에서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 중에는 문제해결을 시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계산력을 갖추고 문제해결

전략도 알맞게 수립하였지만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도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문장제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미있고 창의적

인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체감하는 문제 난이도

를 낮추어 문장제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

수ㆍ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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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numeric 
expression and the semantic type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word problems. For this, a research was to 
analyze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calculation ability, word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elected 2nd 
grade(118) and 3rd grade(109) students.

We got the conclusion as follows: When the students took the survey to assess their ability to solve 
the numerical expression and the word problems, the correct answer rates of the result unknown problems 
was larger than those of the change unknown problems or the start unknown problems. the correct answer 
rates of the change add-into situation was larger than those of the part-part-whole situation in the result 
unknown addition word problems: they often presented in text books. 

And, in the cases of the result unknown subtraction word problems that often presented in text books, 
the correct answer rates of the change take-away situation was the largest. It seemed probably because the 
students frequently experienced similar situations in the textbooks. We know that the formal calculation 
ability of the students was a precondition for successful word problem solving, but that it wa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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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학년 검사지

※ 다음 덧셈식을 보고,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

오.

1. 41 + 17 = □ 2. 24 + 34 = □

3. 23 + □ = 39 4. 35 + □ = 77

5. □ + 25 = 89 6. □ + 41 = 78

※ 다음 뺄셈식을 보고,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

오.

7. 49 - 12 = □ 8. 55 - 34 = □

9. 68 - 46 = □ 10. 39 - □ = 21

11. 76 - □ = 24 12. 47 - □ = 12

13. □ - 35 = 22 14. □- 14 = 54

15. □ - 63 = 16

※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

오.

16. 시훈이는 딱지를 42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친

구에게 15개를 더 땄습니다. 시훈이가 가지고 있

는 딱지는 모두 몇 개입니까?

17. 병연이는 노란색 블록 27개와 파란색 블록 32개

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병연이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용한 블록은 모두 몇 개입니까?

18. 접시에 있는 딸기 4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

현이가 15개를 먹었습니다. 접시에 남은 딸기는

몇 개입니까?

19. 환희네 반에서는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콩주머

니 넣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청군은 콩주머니를

56개 넣었고, 백군은 34개를 넣었습니다. 청군은

백군보다 몇 개를 더 넣었습니까?

20. 교실에 책상이 65개 있고 의자는 42개가 있습니

다. 의자의 수가 책상의 수와 같아지려면 의자를

몇 개 더 가져와야 합니까?

21. 채민이 집에는 동화책이 25권 있습니다. 엄마께서

오늘 동화책 몇 권을 더 사주셔서 동화책은 모두

48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엄마께서 사주신 동화책

은 몇 권입니까?

22. 꽃밭에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가 있습니다. 빨간

장미는 33송이이고 장미꽃은 모두 76송이입니다.

노란 장미는 몇 송이일까요?

23. 수빈이는 색종이 39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이접기를 하고 23장이 남았습니다. 수

빈이가 종이접기를 하는데 사용한 색종이는 몇

장입니까?

24. 우리 학교 2학년 남학생은 78명인데 여학생의 수

보다 24명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 2학년 여학생

은 몇 명입니까?

25. 윤서네 반에서는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나누어 풍

선 터뜨리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남자팀은 풍선

48개를 터뜨렸고, 여자팀은 11개를 더 터뜨려야

남자팀이 터뜨린 풍선의 수와 같아집니다. 여자

팀이 지금까지 터뜨린 풍선은 몇 개입니까?

26. 승운이는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할머니댁에 가

려고 합니다. 기차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미 타 있었고 광주역에서 승운이 가족을 포함하

여 24명의 사람들이 더 탔습니다. 현재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88명이라면, 처음에 타고 있

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27. 창민이는 동물카드와 식물카드를 가지고 있습니

다. 창민이가 가진 카드를 세어보니 식물카드가

42장이고, 동ㆍ식물 카드는 모두 79장이었습니다.

창민이가 가지고 있는 동물카드는 몇 장입니까?

28.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중 아침

에 33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지금은 25대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에 있었던 자동차는

몇 대입니까?

29. 가게에 사탕과 초콜릿이 있습니다. 사탕의 개수는

초콜릿 개수보다 53개가 많고, 초콜릿의 개수는

16개입니다. 가게에 있는 사탕은 몇 개입니까?

30. 은주에게는 몇 명의 친구들과 쿠키 63개가 있습

니다. 그런데 쿠키 14개가 더 있어야 모든 친구

들에게 쿠키를 한 개씩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은주의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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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3학년 검사지

※ 다음 덧셈식을 보고,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

오.

1. 34 + 17 = □ 2. 58 + 66 = □

3. 75 + □ = 93 4. 46 + □ = 82

5. □ + 26 = 44 6. □ + 35 = 84

※ 다음 뺄셈식을 보고,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

오.

7. 53 - 18 = □ 8. 74 - 47 = □

9. 92 - 64 = □ 10. 63 - □ = 26

11. 71 - □ = 39 12. 83 - □ = 57

13. □ - 39 = 22 14. □ - 16 = 58

15. □ - 47 = 44

※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

오.

16. 지성이는 구슬 3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친

구와 구슬치기를 하여 구슬 18개를 더 땄습니다.

지성이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모두 몇 개입니까?

17. 운동장에 남자 어린이 57명 놀고 있었습니다. 조

금 뒤 여자 어린이 64명이 더 나왔습니다. 운동

장에 있는 어린이는 모두 몇 명입니까?

18. 효진이는 색종이 54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 17장으로 종이접기를 하였습니다. 효진이에게

남은 색종이는 몇 장입니까?

19. 오늘은 학교 운동회 날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청

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콩주머니 넣기 놀이를 하

였습니다. 청군은 콩주머니를 73개 넣었고, 백군

은 48개를 넣었습니다. 청군은 백군보다 몇 개를

더 넣었습니까?

20. 음악실에 소고는 92개 있고 소고채는 64개가 있

습니다. 소고채의 수가 소고의 수와 같아지려면

소고채를 몇 개 더 준비해야 합니까?

21. 진석이 집에는 과학책이 76권 있습니다. 아빠께서

오늘 과학책 몇 권을 더 사주셔서 과학책은 모두

93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빠께서 사주신 과학

책은 몇 권입니까?

22. 꽃밭에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가 있습니다. 빨간

장미는 48송이이고 장미꽃은 모두 85송이입니다.

노란 장미는 몇 송이일까요?

23. 상현이네 반에서는 모둠별로 투호놀이를 하였습

니다. 상현이 모둠은 화살 65개를 던졌고, 그중에

서 26개의 화살은 투호통 안에 넣지 못하고 밖으

로 떨어졌습니다. 상현이 모둠이 투호통 속에 넣

은 화살은 몇 개입니까?

24. 윤빈이는 블록을 71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서가 가진 블록보다 38개가 많은 것입니다. 민

서가 가진 블록은 몇 개입니까?

25. 은성이네 반은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나누어 풍선

터뜨리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남자팀은 풍선 83

개를 터뜨렸고, 여자팀은 56개를 더 터뜨려야 남

자팀이 터뜨린 풍선의 수와 같아집니다. 여자팀

이 지금까지 터뜨린 풍선은 몇 개입니까?

26. 현지는 매일 줄넘기 연습을 합니다. 오늘은 어제

보다 25번을 더 넘어서, 줄넘기를 44번 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현지는 어제 줄넘기를 몇 번 하였

습니까?

27. 주머니에 빨간 구슬 몇 개와 파란 구슬 35개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구슬이 모두 84개라

면, 빨간 구슬은 몇 개입니까?

28. 과일 가게에 있는 사과 중 오늘 36상자가 팔리고,

28상자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과일 가게에 있었

던 사과는 몇 상자입니까?

29. 가게에 빵과 케잌이 있습니다. 빵의 개수는 케잌

의 개수보다 56개가 많고, 케잌은 15개가 있습니

다. 가게에 있는 빵은 몇 개입니까?

30. 민규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연필을 한 개씩 나누

어주려고 합니다. 현재 민규는 연필을 47개 가지

고 있고, 45개가 더 있어야 모든 친구들에게 나

누어 줄 수 있습니다. 민규가 연필을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