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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에서 세기와 묶음에 
기초한 계산방법의 고찰

- 수직선의 활용을 중심으로 -1)

On Counting-based and Collection-based Computation of Addition and 
Subtraction Teaching of Natural Number in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 Focused on using Number line -

최 창 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ounting-based and 
collection-based computation of th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in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s, we will provide some 
suggestive points through how to use and activity of number line, 
decomposing number, counting, grouping and so on by analyzing counting 
and collection-based computation in th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 머리말

수와 연산은 수학의 출발점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양을 추

상적인 기호인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설명․비교하는 것은 물론 양을 측정하고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수를 사용

하는 다양한 방법과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 감각 및 연산 감각을 길러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우리는 수학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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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만큼 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일선현장 학교에서 계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아동들에 의해서 개발된 풀이방법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수에 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이 바로 세기에 기초한(counting-based)계산 방법과 묶음

에 기초한(collection-based)계산 방법이다.

그러나 아동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세기에 기초한 계산방법

을 강조하고, 또 어떤 나라는 묶음에 기초한 계산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 두 가지 계산방법을 어떻

게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 방법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에서 약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연산의 의미

연산의 사전적 의미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일을 하는 것, 작용력 또는 power의

일을 하는 것, 행동이나 기능을 위한 일 등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산의 뜻은조작하는 힘즉, 그것은어떻게 조작(결합)되어 있는

가 ?를 알아보는 것으로 되어있다(강시중, 1993). 수학적으로는 연산을 어떤 수

의 집합에 속하는 두 개의 원소 a, b 의 순서쌍 (a, b)에 대응하는 원소 c를 그

집합의 원소 중에 일의적으로 결정하는 조작으로 정의한다.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양의 유리수 범위까지를 취급함으로 이를테면 자연수의 집합 N에 있어서 임의의

두 원소 사이에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을 생각한다면,

덧셈: 6 + 2 = 8, 뺄셈: 5 - 2 = 3, 곱셈: 8 × 3 = 24, 나눗셈: 12 ÷ 3 = 4

위의 사칙 연산에서 공통성을 생각해보면 연산의 일반적인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두 수의 짝에 대응하는 원소 하나만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덧셈(6, 2) → 8, 뺄셈(5, 2) → 3, 곱셈(8, 3) → 24, 나눗셈(12, 3) → 4

두 개의 수의 쌍 a, b 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하나의 순서쌍(a, b)이라 볼 수 있

고, 이 순서쌍에 하나의 수 c를 대응시키는 것이므로 곱집합 N × N 에서 N 에

로의 사상(寫像) N × N → N, (a, b) → c (단, a ∈N, b ∈N, c ∈ N)이라 할

수 있다(박성택 외, 1994).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자연수의 연산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것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교사들은 연산을 단순히 계산 혹은

사칙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연산의 정확한 수학적 의미를 이

해하지 못한 채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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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기와 묶음에 기초한 계산

Yackel(2001)은 세기에 기초한 모델과 묶음에 기초한 모델의 차이점에 관해 언급

하였다. Yackel은 아동들이 수에 관하여 세기에 기초한 개념과 묶음에 기초한 개

념 둘 다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p.25).

세기에 기초한 풀이방법은 주로 수직선이나 또는 수직선은 아니지만 Empty

Number Line1)상에서 관련된 특별한 연산에 따라 이루어지며 문제에 주어진 수

들 중에 하나로 출발하여 덧셈인 경우는 앞으로, 뺄셈인 경우는 뒤로 뛰기를 하

여 계산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묶음에 기초한 풀이방법은 수를 구성요소로 분할(가르기)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덧셈인 경우는 분할된 수들을 서로 더하기 쉬운 것끼리 연결시켜주고, 뺄

셈인 경우는 분할된 수들을 빼는 수만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Yackel, 2001).

묶음에 기초한 풀이 방법은 수를 10개짜리 묶음과 낱개로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를 가르는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세기에 기초한 방법이 묶음에 기초한 방법보다 좀 더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동들이 세기에 기초한 방법에서 묶음에 기초한

방법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Young-Loveridge, 2002a). 그러나

Yackel(2001)은 아동들이 할 수 있는 해결전략이라는 융통성 때문에 둘 다가 중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Yackel은 부분-전체 전략(part-whole strategy)을 사용

하여 ‘52 – 17’을 해결한 5명의 아동들의 풀이 전략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1).

A: 52에서 10을 빼면 42이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2를 더 빼주면 40이 된다. 40에서 다시

5를 더 빼주면 답은 35가 된다.

B: 52에서 10을 빼면 42이다. 그리고 난 다음 41에서부터 7번을 거꾸로 세기를 하면 41,

40, 39, 38, 37, 36, 35 이므로 답은 35가 된다.

C: 52에서 2를 먼저 빼준다. 그리고 난 다음 10을 빼준다. 그리고 다시 5를 더 빼준다. 그

래서 얻은 답이 35가 된다.

D: 먼저 52에서 20을 빼주면 32를 얻는다. 그리고 난 다음 3을 도로 더해주면 35를 얻게

된다.

E: 먼저 50에서 10을 빼면 40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 7에서 2를 빼주면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45이다.

[그림1] Yackel(2001)의 보고서에 나타난 ‘52 – 17’ 의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풀이

1)Empty Number Line은 수직선은 아니지만 수직선과 유사하게 라인 상에서 하는 계산을

말하며 네덜란드의 현실적수학교육(RME)으로부터 계발되었고 세기에 기초한 계산방법의

훌륭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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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kel은 위의 풀이과정에 대해서 맨 마지막의 E 아동의 풀이 방법만 묶음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기에 기초한 풀이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E 아동의 풀이 방법은, 소

위 말하는 더 큰 수 7에서 더 작은 수 2를 빼는 분명히 오류가 있는 해결전략을

사용함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마음속으로 표준적인 쓰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Brown & Van Lehn,

1982를 참고할 것). 이와 같은 오류는 개념적인 기초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쓰기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는 아동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Young-Loveridge,

2002a). 한편 Yackel(2001)의 견해와 달리, 일부 학자들은 묶음에 기초한 개념이

표준적인 자릿값 분할과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그림 1]에서

아동들은 다양한 서로 다른 순서로 세기 전략을 사용하여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그림 1에서 A와 C의 풀이 방법을 보라). 반면에 D는 보정

(compensation)전략을 사용하였다.

III. 한국과 미국에서의 세기와 묶음에 기초한 계산방법

세기에 기초한 계산방법과 묶음에 기초한 계산방법은 주로 저학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2)의 초등수학 1

∼2 학년 군 교과서를, 미국은 McGraw-Hill 출판사의 수학교과서 1학년, 2학년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 한국

1)세기에 기초한 방법

우리나라의 초등수학 교과서에서는 두 수의 합이 10이 넘는 경우는 받아 올림

의 개념을 사용하여 저학년에서 지도하고 있다. 수 계열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직

선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면, 받아 올림에 대한 개념이나 알고리즘 없이도 아

동들은 큰 어려움 없이 좀 더 확장된 덧셈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의 특성중의 하나인 계통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구성이 받아 올림이라는 개념을 지도하기 전에는 더해서 10이 넘는 경우를 교과

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세기에 기초한 풀이방법은 수직선을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아직 적용의 과도기에 있으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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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학 기 단 원 내 용

1∼2학년 군 ③ 3. 덧셈과 뺄셈 □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3∼4학년 군

4 - 1 4. 분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분수)

4 - 2 1. 소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 두 자리 수의 지도, 소수

의 덧셈(1), (2), 소수의 뺄셈

(1)

5∼6학년 군

5 - 1 4.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어요

(1)

5 - 2 1.소수의 곱셈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

어요,(소수) × (자연수)를 계

산할 수 있어요(1)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표 1> 수직선을 활용하는 단원과 내용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직선을 활용하는 내용은 많지만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수직선을 사용한 자연수의 세기에 기초한 연산은 1∼2학년 군 ③의 3. 덧셈

과 뺄셈 단원이며 전체 17차시 중 13차시(108∼111쪽)의 ‘□의 값을 구할 수 있

어요’에서 수직선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덧셈과 뺄셈을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림 2] 수직선을 활용한 세기에 기초한 덧셈과 뺄셈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수직선이 이 단계에서 처음 도입됨에도 불구하

고 수직선에 대한 이전의 어떤 학습이나 안내도 없었다. 따라서 수직선을 처음

접하는 아동들이 수직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식과 관련지을 수 있는지는 상당

한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교사의 도움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의 W초등

학교 1학년 1개 반의 어린이(남 13명, 여 14명)27명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와 유사하게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 후 학습자들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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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덧셈에서 수식의 숫자와 수직선의 숫자에 대한 혼돈

선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유형

변형한

문제

구슬이 3개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어야 모두 10개가 될까요?

수직선에 표시하고 식과 답을 쓰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그림 3] 수직선을 활용한 덧셈문제

교과서의

유형

변형한

문제

나뭇가지에 참새가 10마리 있습니다. 그 중에 2마리가 날아갔다면 몇마

리가 남았을까요? 이것을 수직선에 표시하고 식과 답을 쓰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그림 4] 수직선을 활용한 뺄셈문제

수직선에 대한 이전의 어떤 학습이나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예상대로

아동들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오류가 나타났으며 그 유형은 다

음과 같다(최호희·최창우, 2011).

오류유형①-수식의 숫자와 수직선의 숫자에 대한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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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유형 ② - 칸과 점에 대한 혼돈

[그림 6] 덧셈과 뺄셈에서 칸과 점에 대한 혼돈

오류유형③ - 출발지점의 혼돈

[그림 7] 출발지점의 혼돈

현행 초등학교 수학에서 수직선은 1∼2학년 군 ③의 3.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처음 도입된다. 하지만 수직선에 대한 사전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덧셈식

이나 뺄셈식을 세우고 수직선을 활용하여 답을 구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

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이러한 수직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

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선이 교과서에 처음 도입될 때 수직선

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안내나 활동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2)묶음에 기초한 방법

묶음에 기초한 방법은 세기에 기초한 방법보다 비교적 다양한 유형으로 교과서

에 소개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묶음에 기초한 방법의 단원과 내용

학년군 학 기 단 원 내 용

1∼2학년 군 ②
5. 덧셈과

뺄셈(2)

덧셈을 할 수 있어요(1) 활동2(p.159),

덧셈을 할 수 있어요(2)활동2(p.161),뺄

셈을 할 수 있어요(1)활동2(p.165),뺄셈

을 할 수 있어요(2)활동2(p.167)

1∼2학년 군 ③
3. 덧셈과

뺄셈

역연산을 이용한 활동1(p.100, 활동

2(p.101),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1)의 활동1(p.102), 활동

2(p.103), 활동 2(p.105), 여러 가지 방법

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2)의 활동

1(p.104), 활동2(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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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 나타난 교과서의 묶음에 기초한 계산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래

와 같다.

[그림 8] 1∼2학년 군 ② 묶음에 기초한 덧셈과 뺄셈

[그림 9] 1∼2학년 군 ③ 역연산을 이용한 활동

[그림 10] 1∼2학년 군 ③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1)

우리나라의 경우 묶음에 기초한 덧셈과 뺄셈을 하기위해 수를 가르기 할 때 받

아 올림과 받아 내림의 바탕이 되는 더하여 10이 되도록 또는 10에서 뺄 수 있

도록 수를 가르고 있다. 여기에 제시한 것은 교과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들이며 실제 묶음에 기초한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사실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기에 기초한 계산 보다는 묶

음에 기초한 계산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미국

1) 세기에 기초한 방법

① 수직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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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미국 McGraw-Hill 출판사의 수학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학년과 고학년에서는 수직선을 다루지 않고 아래 <표

3>과 같이 저학년의 수학교과서에서 수직선의 내용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다.

<표 3> 수직선을 활용하는 단원과 내용

학 년 단 계 단 원 내 용

1학년 Book 1

1 단원
수의 순서 지도, 앞으로(거꾸로)세기, 빈칸에

들어갈 수 찾기

4 단원 덧셈을 위한 앞으로 세기

5 단원 뺄셈을 위한 거꾸로 세기

2학년 Book 2
2 단원 합의어림을 확인하기, 수직선상에서의 세기

4 단원 뺄셈, 차의 어림을 확인하기위한 수직선 사용

첫째, 0∼31까지 수의 순서를 지도 하기위해 수직선이 처음 도입된다. 여기서 학

생들 스스로 수직선을 직접 그려보도록 함으로써 수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

고, 수직선의 빈 칸에 들어갈 수를 찾아봄으로써 0부터 31까지 수의 순서를 이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1] 수의 순서 지도를 위한 수직선 사용

그 다음으로 앞으로 세기. 거꾸로 세기, 빈칸에 들어갈 수 찾기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

직선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12]앞으로세기를 통한 다음 수 찾기 [그림13] 거꾸로세기를 통한 앞의 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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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빈 칸에 들어갈 수 찾기

수직선의 두 번째 도입은 1에서 10까지의 수에 1 또는 2를 더하는 덧셈활동을

위해 수직선을 사용하고, 다음 차시에서는 더하는 수를 늘려서 1에서 3까지의 수

를 더하게 한다.

수직선을 이용하여 덧셈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뿐 아니라 교과서 한 페

이지를 할애하여 여러 문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1학년에서 이미 0～50까지의 수의 순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수

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이용하여 칸을 세어나가면 왠만한 덧셈이나 뺄셈의 답

은 세기에 기초한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받아 올림을 학습하지 않고도 ‘9+3’을 제시했을 때 우리나라의 1학

년 학생들처럼 “안 배워서 몰라요.” 또는 “그런 거 아직 안 배웠어요.”라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최호희, 2009).

[그림15] 덧셈을위한 앞으로 세기 [그림16] 뺄셈을위한 거꾸로 세기

이처럼 정확한 덧셈의 답을 구하는 도구로 수직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이 어림한 합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서도 수직선을 사용한다.

어림한 합을 수직선을 사용하여 확인함으로써 어림 능력 및 수의 크기를 비교하

는 능력뿐만 아니라 연산에서의 오류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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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합의 어림을 확인하기 위한 수직선 사용

뺄셈을 위한 수직선 사용은 덧셈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6～10까지의 수에 1～2의 수를 빼는 활동을 하고, 다음 차시에는 빼는 수를 3까

지 확대시켜 지도하고 있다. 빼는 활동은 덧셈과 반대로 왼쪽으로(거꾸로) 수직

선의 칸을 세도록 하고 있다.

[그림 18] 수직선에서의 세기 [그림 19] 뺄셈을 위한 수직선 사용

수직선을 사용하여 뺄셈을 지도한 후에는 덧셈과 마찬가지로 두 수의 차를 어

림하고, 자신의 어림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직선을 사용한다. 확인하는 도

구로서 수직선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수직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어림했지만 수직선의 잘못된 사용으로 엉뚱한 결과를 얻

는다면 학습자들은 어림에 대해서조차도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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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차의 어림을 확인하기 위한 수직선 사용

이와 같이 McGraw-Hill 교과서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직선 활

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정확한 수직선 사용 능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함께 여러 가지 게임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선을 활용한

전략 외에도 이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세기와 묶음에 기초한 계산방법이 소개되

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앞으로 세기 전략을 활용한 덧셈지도

미국에서는 세기에 기초한 계산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수직선을 활용하지 않고

앞으로 세기 전략을 활용하여 덧셈을 지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9 + 5 를 계산함

에 있어서, 학생들은 9에서 시작해서 5번을 앞으로 더 세어 답 14를 얻는다. :

10, 11, 12, 13, 14

③ 29 + 27을 차례대로 수 세기에 기초한 서로 다른 덧셈 해결전략

(a) (b)

(c) (d) 보정(compensation)에 의한 더하기

+20 +7

4929
56

+6

29 30 50 56

+20
+1

+7
+20

35
56

29 29

+30

56 5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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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단 계 단 원 내 용

1학년 Book 1

4 단원 자릿값으로 수를 가르기

5 단원
배의 개념을 활용한 덧셈, 수를 가르기 한

다음 위치를 이동시켜 더하기

2학년 Book 2

2 단원
배의 개념을 활용한 뺄셈, 보정에 의한 뺄

셈

4 단원
역연산을 이용한 뺄셈, 피감수의 가르기를

통한 뺄셈

(e) 배의 개념의 활용

④ 56 – 27을 거꾸로 차례대로 수 세기에 기초한 서로 다른 뺄셈 해결전략

(a) (b)

(c)

(d) 보정에 의한 계산 (e) 배의 개념의 활용

2) 묶음에 기초한 방법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 세기에 기초한 계산은 다양하게 다루고 있

으나 묶음에 기초한 계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묶음에 기초한 방법의 단원과 내용

-20 -7

4929 56
56

-20
-4 -3

33 3629

29
56

30 50

-20
-1 -6

+4
+2

50
54

56

29
25

+25

-4

+3

29
56

-30

26
29

56

-25
+5

50
25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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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의 개념을 활용한 뺄셈

56 - 27 =

50 6

25

23

25

2
56 - 27 = 29

① (표준적인)자릿값으로 수를 가르기

38 + 27 =

8 30 20 7

15 + 50 = 65

38 27 ⟶ 30 8 20 7 ⟶ 20 30 8 7

50  15 ⟶ 50 10 5 ⟶ 60 5

② 배의 개념을 활용한 덧셈

37 + 36 =

2 35 35 1

3 + 70 = 73

③ 수를 가르기 한 다음 위치를 이동시켜 더하기

(a) (b)

17 + 26 =

13 4   13 + 30 = 43

37 + 26 =

13 13   50 + 13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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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64 – 29를 64 – 30 + 1 으로의 보정(compensation)에 의한 뺄셈

64    ⟶ 29 ⟶ 64 ⟶ 30 1 ⟶ 34 1 ⟶ 35

⑥ 53 – 26 : 26 + ? = 53 여기서 26 + 4 + 20 + 3 = 53, 따라서 53 – 26 =

27 과 같이 역연산을 이용한 뺄셈

  ←  53     →   
   26 →

  ←    
   26

53 →
    

←
26 4

   53 →
20 3 →

  ←    
   26

53 →
     27

⑦ 피감수의 가르기를 통한 뺄셈

56 - 27 =

36

29 1

20

30 6

56-27=29

묶음에 기초한 계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수를 10개짜리 묶음과 낱

개로 가르는 것이지만, 반드시 10개짜리 묶음과 낱개로만 가르기를 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16을 반드시 10과 6으로만 가르기를 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예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가르기를 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자연수 연산의 세기에 기초한 계산방법과 묶음에 기초한 계산방법

을 고찰하였으나 이러한 계산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수학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아동들이 좀 더 유연한 문제해결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저학년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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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묶음에 기초한 계산방법의 고찰로부터 우리나라 수학교과서에 주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기에 기초한 계산방법의 핵심 도구인 수직선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는 수직선이 처음 도입될 때 수직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안내나 활

동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직선 활용에서 나타난 오류는 수식의 숫자

와 수직선의 숫자에 대한 혼돈, 덧셈과 뺄셈에서 칸과 점에 대한 혼돈, 수직선상

에서 출발지점의 혼돈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세기에 기초한 계산방법으로서의 수직선 활용은 저학년에서

‘□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가 유일하다. 반면 미국은 수의 순서, 앞으로(거꾸로)

세기, 합(차)의 어림 확인하기 등 다양하게 수직선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

라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는 세기에 기초한 방법이 적합하고

또 어떤 문제는 묶음에 기초한 계산 방법이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기에 기초

한 방법과 묶음에 기초한 방법의 예를 아동들에게 충분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

으며 아울러 동일한 문제이지만 다양한 표상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충

분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기와 묶음에 기초한 계산 방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통으로 수직

선과 역연산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세기에 기초한 계산방법으로

수직선과 역연산이외에 empty number line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기와 묶음에 기초한 계산 방법으로 배의 개념, 보정에 의한 계산 등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개방형접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이들 전

략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세기에 기초한 계산보다 묶음에 기초한 계산을

훨씬 더 많이 또한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로 세기에 기초한 계산

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어 자연수 연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를 훨씬 더 강

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묶음에 기초한 계산의 핵심인 수의 가르기에서 우리나라는 수를 가르기

할 때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의 바탕이 되는 더하여 10이 되게 또는 10에서 빼

도록 수를 가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반드시 10개짜리 묶음과 낱개로만 가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가르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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