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습, 복습, 숙제까지 해결되는 교과서 완전 학습
서



가영이 어머니는 건강 떡집을 운영하십니다. 꿀떡, 인절미, 송편, 찹쌀떡, 백설기 등 ~

가영이는 어머니를 도와 드리려고 떡집에 나왔습니다. 가영이는 오늘 만든 무지개떡 12개
를 어떻게 진열할지 고민입니다. 가영이가 좋아하는 딸기 떡 케이크는 3일마다, 초콜릿 떡 

케이크는 4일마다 만듭니다. 두 케이크를 함께 만드는 날은 언제일까요?

이번 2단원에서는 약수와 배수를 이해하고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또한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공배수와 최소공배수를 이해하고,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

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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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수와 배수

1.	 약수와	배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습니다.

2.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습니다.

5.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6.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원 학습 목표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진도 체크

1차
교과서 개념 학습 + 

문제 학습

개념 1  약수와 배수를 찾아볼까요

개념 2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2차
교과서 개념 학습 + 

문제 학습

개념 3  공약수와 최대공약수를 구해 볼까요

개념 4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3차
교과서 개념 학습 + 

문제 학습

개념 5     공배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해 볼까요 

개념 6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4차 서술형 평가 서술형 평가 문제를 통해 단원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아요. 

5차 단원 확인 평가 확인 평가를 통해 단원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아요.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표를	하세요.

026-045수학(북1) 5-1(2단원)-7.indd   27 2019-09-27   오후 1:28:53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28  수학		5-1

2. 약수와 배수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알아보기

   
10=2_5 

   10은 2와 5의 배수입니다.

    2와 5는 10의 약수입니다.

●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알아보기

  12=1_12  12=2_6  12=3_4  12=2_2_3

  •12는 1, 2, 3, 4, 6, 12의 배수입니다.

  •1, 2, 3, 4, 6, 12는 12의 약수입니다.

개념 2
•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알아보기

 1_8=8
 2_4=8
 

  8의 약수: 1, 2, 4, 8

  8은 1, 2, 4, 8의 배수

1_8=8

2_4=8

약수와 배수를 찾아볼까요

● 약수

   
8Ö1=8 8Ö2=4

8Ö4=2 8Ö8=1

 

8을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를 8의 약수라고 합니다.

1, 2, 4, 8은 8의 약수입니다.

어떤 수를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어떤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고, 1은 모든 수의 약수입니다.

  •어떤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어떤 수 자신입니다.

● 배수

  •5를 1배 한 수: 5_1=5    •5를 2배 한 수: 5_2=10

  •5를 3배 한 수: 5_3=15    •5를 4배 한 수: 5_4=20

 

5를 1배, 2배, 3배……한 수를 5의 배수라고 합니다.

5, 10, 15……는 5의 배수입니다.

어떤 수를 1배, 2배, 3배……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합니다.

  •어떤 수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어떤 수 자신입니다.

개념 1
•약수

   어떤 수를 나누는 수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는 

한자로 約數(묶을 약, 셀 수)라고 

씁니다. 約(약)은 묶는다는 뜻으로 

주어진 대상을 똑같은 묶음 여러 

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배수

   어떤 수가 그 수만큼 거듭되어 커

지는 수를 말합니다. 배수는 한자

로 倍數(곱 배, 셀 수)라고 씁니다. 

倍(배)는 곱한다는 뜻으로 똑같은 

수가 거듭해 커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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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2.	약수와	배수  29

정답과 해설 7쪽

6의 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⑴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6Ö1=6, 6Ö2= , 6Ö3= , 6Ö6=

1

곱셈식을 보고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1_18=18  2_9=18  3_6=18

⑴ 18은 , , , , , 의 배수입니다.

⑵ , , , , , 은/는 18의 약수입니다.

3

어떤 수를 1배, 2배, 3배……한 수

가 그 수의 배수예요.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곱으로 나타낸 수들이 어떤 수의 

약수가 되지요. 

6을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아 

보아요.

약수와 배수의 의미를 알고, 구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또,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해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⑵ 6의 약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 

( )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⑴ 7을 1배 한 수    7_1=

 7을 2배 한 수    7_2=

 7을 3배 한 수    7_3=

 7을 4배 한 수    7_4=

 7을 5배 한 수    7_5=

2

⑵ 7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5개 써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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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수가 오른쪽 수의 약수인 것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3 27   7 25   6 54

 ( ) ( ) ( )

02

수 배열표를 보고 14의 약수를 모두 찾아 표 하 

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3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5개 써 보세요.

⑴ 8의 배수

   (  )

⑵ 14의 배수

   (  )

중요

05

약수의 수가 가장 적은 수를 찾아 표 하세요.

27  20  53

04

9의 배수에는 표, 16의 배수에는 △표 하세요.

38  48  47  63

06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7의 배수는 모두 몇 개

인가요?

( )

07

25의 약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

( )

01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수를 모두 찾아 써 보세요.

5  7  13  21  40

( )

중요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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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문제

2.	약수와	배수  31

정답과 해설 7쪽

가영이는 어머니가 만드신 무지개떡 12개를 여러 묶

음으로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각 묶음에 있는 떡의 

수를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2
공책 45권을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

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인지 구해 보세요. (단, 한 사람에게 모두 주는 것은 

제외합니다.)

( )

09

14의 배수 중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써 보세요.

( )

10

 :   엄마, 떡을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놓으려고 하

는데요. 각 묶음에 있는 떡의 수를 같게 하려

면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     각 묶음에 있는 떡의 수를 같게 하려면 12의 

약수를 알아보면 된단다.

 :   아, 12의 약수는 모두 (① )

니까 떡을 12의 약수만큼씩 묶으면 남는 떡이 

없겠군요. 

 : 그렇지. 이번에는 이 송편 좀 옮겨 주겠니?

 :   송편이 한 통에 9개씩 있네요. 그러면 두 통에

는 18개, 세 통에는 27개…….

 : 그렇지. 송편의 수는 9의 배수가 되는 거지?

 :   송편이 모두 9통이고, 9의 배수는 9, 18, 27,  

(② ), 45, (③ ), 63, (④ ), 

(⑤ )이니까 송편은 모두 (⑥ )개

예요.

대화를 보고 선우와 이안이의 증조할아버지의 연세는 

몇 세인지 구해 보세요. 

( )

어려운문제

증조할아버지는 75세보다 많고 

85세보다 적어.

선우

이안

증조할아버지는 12살인 나와 같은 

띠야. 같은 띠는 12년마다 돌아오지.

11

도움말   띠는 열두 띠로 12년마다 같은 띠가 돌아오므로 12의 

배수를 이용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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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학		5-1

2. 약수와 배수

공약수와 최대공약수를 구해 볼까요

● 12와 18의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알아보기

    12의 약수:  1, 2, 3, 4, 6, 12

    18의 약수: 1, 2, 3, 6, 9, 18

   12와 18의 공통된 약수: 1, 2, 3, 6

    12과 18의 공통된 약수 중 가장 큰 수: 6

 

1, 2, 3, 6은 12의 약수도 되고 18의 약수도 됩니다.

12와 18의 공통된 약수 1, 2, 3, 6을 12와 18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6을 12와 18의 최대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의 약수의 관계: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입니다.

▲

개념 3
•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의 관계

   최대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와 

같습니다.

12와 18의 공약수: 1, 2, 3, 6
12와 18의 최대공약수: 6

   12와 18의 최대공약수인 6의 

약수: 1, 2, 3, 6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12와 18의 최대공약수 구하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이용하기

    방법 1  12=2_6  18=3_6

     

   12와 18의 최대공약수

    방법 2  12와 18의 공약수  6 > ³12  18
  2  3
      6  12와 18의 최대공약수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이용하기

	 	 방법 1  12=2_2_3  18=2_3_3
   =   =

   6  6   12와 18의 최대공약수

  방법 2  12와 18의 공약수  2 > ³12  18

        6과  9의 공약수  3 >³³  6  9
          2  3
    2_3=6  12와 18의 최대공약수

개념 4
•  12와 18의 공약수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①   1 이외의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로 12와 18을 나누고 각각

의 몫을 밑에 씁니다.

 ②   1 이외의 공약수가 없는지 확

인합니다.

 ③   나눈 수가 두 수의 최대공약수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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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2.	약수와	배수  33

정답과 해설 7쪽

16과 24의 공약수와 최대공약수를 구해 보세요.

16의 약수: 1, 2, 4, 8, 16
24의 약수: 1, 2, 3, 4, 6, 8, 12, 24

공약수 ( )

최대공약수 ( )

1

20과 30의 최대공약수를 구해 보세요.

( )

4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이고, 최대공

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예

요. 

먼저 20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 중 공통된 수가 있는지 

확인해요.

두 수의 곱셈식에서 공통인 수가 최

대공약수이고, 여러 수의 곱셈식에

서 공통인 모든 수의 곱이 두 수의 

최대공약수예요.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

제예요. 

18과 30의 공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⑴ 18과 30의 약수를 모두 써 보세요.

   
18의 약수

30의 약수

⑵ 위 ⑴의 표에서 18과 30의 공약수를 모두 찾아 표 하세요.

⑶ 18과 30의 최대공약수를 구해 보세요.

( )

2

20과 30의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곱셈식을 써 보세요.

두 수의 곱셈식 여러 수의 곱셈식

20=2_

30=3_

20=2_ _

30=2_ _

3

[3~4] 20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20=1_20    20=2_10     20=4_5    20=2_2_5

30=1_30    30=2_15    30=3_10    30=5_6    30=2_3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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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와 3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두 수 모두 나누어떨어

집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 보세요.

( )

05

12와 16을 어떤 수로 나누면 두 수 모두 나누어떨어

집니다. 어떤 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

( )

02

18과 72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2 >³ 18 72
 3 >³ 9 36
 3 >³ 3 12
   1 4

최대공약수: 2_ _ =

07

어떤 두 수의 최대공약수가 24일 때 두 수의 공약수

를 모두 써 보세요.

( )

04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다음을 구해 보세요.

•20의 약수: 1, , , , 10, 20

•36의 약수: 1, , , , ,

 , , 18, 36

20과 36의 최대공약수

 ( )

20과 36의 최대공약수의 약수 

 ( )

01

두 수의 공약수와 최대공약수를 각각 구해 보세요.

54,	72

공약수 ( )

최대공약수 ( )

중요

03

대화를 읽고 잘못 말한 사람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채아
20과 32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야.

은영
20과 32의 공약수는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어.

세연
20과 32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8
이야.

잘못 말한 사람  

이유  

중요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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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문제

2.	약수와	배수  35

정답과 해설 7쪽

가영이는 꿀떡 24개와 찹쌀떡 18개를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봉지에 담아 진열하려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떡을 각 묶음에 같은 수만큼 놓이게 하려면 어떻게 나

누어 놓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1
두 수의 최대공약수가 더 큰 것의 기호를 써 보세요.

㉠ (24, 32)  ㉡ (30, 40)

( )

08

연필 15자루와 지우개 24개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최대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구해 보세요.

( )

09

사과 36개와 배 42개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남김

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사과와 

배를 각각 몇 개씩 받을 수 있나요?

사과 ( )

배 ( )

어려운문제

10

도움말    개수가 서로 다른 두 물건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남

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 문제는 최대공약수를 이용

합니다. 

 :   가영아, 이 꿀떡과 찹쌀떡을 각 묶음에 같은 

수만큼 놓이게 떡을 나누어 보겠니?

 :   꿀떡은 24개이니까 24의 약수를 모두 구해 보

면 (① )예요. 그러면 

꿀떡은 24의 약수의 수만큼씩 묶음을 만들 수 

있어요.

 : 그렇지.

 :   그리고 찹쌀떡은 18개이니까 18의 약수를 모

두 구해 보면 (② )이에

요. 그러면 찹쌀떡은 18의 약수의 수만큼씩 

묶음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꿀떡과 찹쌀떡

을 같은 묶음의 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모르겠어요. 

 :   나누어 놓을 꿀떡의 수와 찹쌀떡의 수의 공약

수를 구해 보면 되겠는걸.

 :   24와 18의 공약수는 (③ )이

니까 묶음의 수가 (④ ) 묶음

이 되겠군요.

 :   그렇지, 그러면 묶음의 수를 가장 많이 할 때 

한 묶음에 꿀떡과 찹쌀떡은 각각 몇 개씩 넣어

야 할까?

 :   묶음의 수가 가장 많으려면 (⑤ )묶음이

어야 하니까 한 묶음에 꿀떡은 (⑥ )개, 

찹쌀떡은 (⑦ )개씩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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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수와 배수

공배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해 볼까요

● 3과 4의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알아보기

    3의 배수: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

    4의 배수: 4, 8, 12, 16, 20, 24, 28, 32, 36 ……

   3과 4의 공통된 배수: 12, 24, 36……

    3과 4의 최소공배수: 12

 

12, 24, 36……은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됩니다.

3과 4의 공통된 배수 12, 24, 36……을 3과 4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12를 3와 4의 최소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배수의 관계: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입니다.

개념 5
•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

   최소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와 

같습니다.

3과 4의 공배수:   12, 24, 36 

……

3과 4의 최소공배수: 12
   3과 4의 최소공배수인 12의 

배수: 12, 24, 36……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12와 18의 최소공배수 구하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이용하기

방법 1  12=2_6      18=3_6

  2_6_3=36  12와 18의 최소공배수

방법 2  12와 18의 최대공약수  6 >³ 12  18
  2  3

	 6_2_3=36  12와 18의 최소공배수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이용하기

방법 1  12=2_2_3      18=3_2_3

  2_2_3_3=36  12와 18의 최소공배수

방법 2  12와 18의 공약수  2 >³ 12  18
  6와 9의 공약수  3 >³  6  9
       2  3
     2_3_2_3=36  12와 18의 최소공배수

개념 6
•  12와 18의 최대공약수를 이용하

여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

 ①   1 이외의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로 12와 18을 나누고 각각

의 몫을 밑에 씁니다.

 ②   1 이외의 공약수가 없는지 확

인합니다.

 ③   나눈 공약수와 밑에 남은 몫을 

모두 곱하면 처음 두 수의 최

소공배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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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2.	약수와	배수  37

정답과 해설 8쪽

4와 5의 공배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세요.

4의 배수: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5의 배수: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공배수 ( )

최소공배수 ( )

1

20과 30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세요.

( )

4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이고, 최소공

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예요.

먼저 20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 중 공통된 수가 있는지 

확인해요.

여러 수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

인 모든 수의 곱에 남은 수를 곱해 

주면 두 수의 최소공배수가 되어요.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

제예요.

20과 30의 최소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곱셈식을 써 보세요.

두 수의 곱셈식 여러 수의 곱셈식

20=2_

30=3_

20=2_ _

30= _ _

3

[3~4] 20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20=1_20	 	 20=2_10	 	 20=4_5	 	 20=2_2_5

30=1_30	 	30=2_15	 	30=3_10	 	30=5_6	 	30=2_3_5

6과 9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⑴ 6과 9의 배수를 써 보세요.

   
6의 배수 6 ……

9의 배수 9 ……

⑵   ⑴의 표에서 6과 9의 공배수를 모두 찾아 ◯표 하고, 최소공배수를 구

해 보세요.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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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학		5-1

어떤 수를 8로 나누어도 나누어떨어지고, 12로 나누

어도 나누어떨어집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는 얼마일까요?

( )

06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도 되고, 

16의 배수도 되는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 )

07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⑴   6과 8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 써 보

세요.

( )

⑵ 6과 8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세요.

( )

⑶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공배수의 배수

와 같은가요?

( )

02

최소공배수가 15인 두 수의 공배수를 3개 써 보세요.

( )

03

수 배열표에서 3의 배수에는 표, 4의 배수에는 △

표 하고, 표와 △표가 모두 표시되는 곳의 수를 모

두 써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01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세요.

2_3_5  3_5_7

( )

04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세요.

⑴ >³ 9 12 ⑵ >³ 12 20

 ( ) ( )

중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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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문제

2.	약수와	배수  39

정답과 해설 8쪽

착한 떡집의 인기 메뉴는 바로 떡 케이크입니다. 가영

이가 좋아하는 딸기 떡 케이크는 3일마다, 초콜릿 떡

케이크는 4일마다 만듭니다. 두 케이크를 동시에 만

드는 날은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11

서율이는 1부터 100까지의 수를 차례대로 말하면서 

다음 규칙으로 놀이를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6의 배수에서는 만세를 부릅니다.

•9의 배수에서는 코끼리 코를 합니다.

규칙

⑴   처음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동시에 코끼리 코를 

해야 하는 수를 찾아보세요.

( )

⑵   만세를 부르면서 동시에 코끼리 코를 하는 수

를 모두 찾아 보세요.

( )

09

영준이가 설명하는 수는 얼마인지 구해 보세요.

이 수는 4와 6의 공배수야. 

그리고 40보다 크고 70보다 작아. 

결정적인 힌트는 이 수가 15의 배수이기도 

하다는 거지.

영준

( )

중요

08

지원이와 성민이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봉사활동

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이는 2일마다, 성민이는 3
일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4월에 두 사람이 함께 봉

사활동을 하는 날은 모두 몇 번인지 구해 보세요.

( )

어려운문제

10

도움말   같은 날마다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문제는 공배수

를 이용합니다. 

 :   엄마, 이렇게 맛있는 떡 케이크를 왜 매일 만

들지 않아요?

 :     떡 케이크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 시간이 많

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정해진 날에만 정성스

럽게 만들고 있지.

 :   4월에는 딸기 떡 케이크과 초콜릿 떡 케이크를 

언제 만드는지 궁금해요.

 :   3월 31일에 두 가지 떡 케이크를 모두 만들었

으니 한번 날짜를 헤아려 볼까?

 :   4월에 딸기 떡 케이크를 만드는 날은   

3, (① ), 9, 12, 15, (② )……일이

고, 초콜릿 떡 케이크를 만드는 날은   

4, 8, (③ ), 16, (④ )……일이에요.

 :   그러면 두 가지 떡 케이크를 동시에 만드는 날

은 언제지?

 : (⑤ )일, (⑥ )일이에요.

 : 3과 4의 공배수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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