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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모델에 따른 곱셈식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

김 주 창(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생)

이 광 호(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시각적 모델에 따른 학생들의 곱셈식 표현

방법을 지필 검사 및 시선추적 검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필검사 결과 학생들은 곱셈식으로 제시하는데 있어 묶

음 모델에서는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의 수), 배열모델

에서는 (가로)×(세로)로 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배열모델

에서는 모양에 따라 (세로)×(가로)로 답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곱셈 지도 시 적절한

모델 제시 방법과 시각적 모델에 대한 곱셈식 표현 방법

에 대한 논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초등학교에서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기

초가 된다. 초등 연산은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바탕으

로 분수의 사칙연산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의 사칙연산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알고

리즘의 형식화를 통해 계산 방법을 숙달하는 것은 후

속 학습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칙 연

산 중에서 곱셈은 비례성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수학

영역의 학습에 기초가 된다(정영옥, 2013). 그런데 초

등학교에서 자연수 곱셈을 지도할 때 계산에 연관된

대수적 법칙과 자연수의 위치기수법을 명시적으로 제

시하고 세부적으로 절차에 맞게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정연준, 조영미, 2012). 따

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곱셈지도 시 시각적 모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적 모델은 수학적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도

록 상황이나 맥락을 제공해 주며, 기호를 통해 형식화

하기 이전 단계에 수학적 개념화 및 개념적 이해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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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준다(Reys et al., 2012). 따라서 곱셈을 지도할

때 곱셈 구구를 암기하고 알고리즘을 반복 연습하는

형식화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시각적 모델(곱셈 지도 모

델)을 활용한다면 학습자가 곱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과정을 추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곱셈 지도에 있어 시각적

모델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영옥, 2013;

Barmby et al., 2009).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

각적 모델을 활용한 곱셈지도가 이루어져 왔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히 곱셈을 실생활과 연관시키기

위한 삽화의 용도로 도입되었다가 2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로써의 다양한 시각적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모델을

이용한 곱셈지도 방법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까

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시각적 모델을

사용하여 곱셈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시각적 모델을 도입 시, 학생들에게 시각적 모

델에 대한 설명이나 읽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시각적 모델을 도입하고

활용함에 있어 모델에 대한 설명이나 읽는 방법을 설

명하지 않거나 제시되는 모델마다 읽는 순서(행, 열)를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곱셈을 배우는데 있

어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먼저 곱셈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국내외 교과서에서 곱셈 지도 시 어떻게 시각적 모델

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후 국내 교과서

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각적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지

필 검사를 통해 시각적 모델에 따른 학생들의 곱셈식

표현 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시선추적 검사로 학생들이

곱셈식을 표현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곱셈식을 제

시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시각적 모델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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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곱셈을 지도 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하고자 한다.

Ⅱ. 시각적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교

과서 분석

1. 곱셈 지도 모델

정영옥(2013)은 곱셈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곱셈 지

도 모델을 묶음 모델, 직선 모델, 배열 모델, 조합 모델

로 제시하고 있다. 묶음 모델은 여러 사물을 묶음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고, 직선 모델은 반직선(수직선)

에 일정한 간격을 나누어 뛰어 세기 등을 하도록 하여

곱셈을 지도하는 모델이다. 배열모델은 여러 사물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나열하여 그 수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조합 모델은 두 가지의 다른 인수를

가능한 것끼리 순서쌍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각 곱

셈 지도 모델의 예시는 [그림 1]와 같다.

[그림 1] 묶음(좌상), 직선(우상), 배열(좌하), 조합모델(우하)

[Fig. 1] Group(Left-Up), Line(Right-Up), array (Left-Down),

Combination model(Right-Up)

2. 곱셈 지도 관련 교과서 분석 선행 연구

김상근(2008)은 1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 초

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곱셈 영역을 수집한 후 곱셈

기초와 곱셈 구구 부분만 선정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기서 곱셈 기초 지도 요소를 묶어 세기, 곱

셈식, 배, 뛰어세기, 곱 등으로, 곱셈구구의 지도 요소

를 곱셈구구, 곱셈표, 곱셈의 교환법칙 성질, 곱셈 활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도 시기 및 순서, 지도 방법을

교수학적 변환론 관점으로 분석 서술하였다.

김현, 조영미, 정연준(2016)은 김상근(2008)의 분석

틀에서 곱셈의 기초 부분을 제외하고 곱셈구구 지도

요소를 중점으로 국내외 교과서에서 곱셈구구를 지도

할 때 모델 사용 빈도나 도입 시기를 나라별로 분석하

였다. 이때, 조합모델의 경우 사용하는 나라가 없기에

묶음모델, 직선모델, 배열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

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묶음 모델과 배열 모

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선 모델 사용은 적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묶음과 배열 모델을 주로 사용

하지만 8, 9단의 지도에서는 직선 모델을 사용하고 있

다고 하였다. 싱가포르는 묶음 모델, 직선 모델, 배열

모델을 비교적 고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상근(2008), 김현 외(2016)의

연구에서 곱셈구구 지도 요소인 곱셈 지도 모델(사용

빈도와 경향성), 곱셈의 교환 법칙(교환 법칙의 지도

여부), 곱셈 구구의 분석 관점을 참고하여 1차 교육과

정부터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및 외국교과서에서 시각적 모델을 도입할 때 시각적

모델에 대한 설명과 시각적 모델과 곱셈식을 어떻게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국내외 교과서 분석

가. 국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곱셈을 지도함

에 있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왔다.

1차 교육과정 산수 교과서(문교부, 1955)에서는 [그

림 2]와 같이 시각적 모델을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각적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곱셈을 이

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상생활 속

상황과의 연결에 주안점을 두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1차 교육과정 교과서(산수 3-1)

[Fig. 2] The first curriculum textbooks (arithmetic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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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과정 산수 교과서(문교부, 1966a: 1966b:

1966c)에서부터는 다양한 시각적 모델을 곱셈 개념과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2차 교육과정 교과서(산수 2-1, 3-1, 3-2)

[Fig. 3] The Second Curriculum textbooks (arithmetic

2-1, 3-1, 3-2)

이러한 시각적 모델의 제시 방법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에 따라 사용되는 시각적 모델의 빈도는 조금 차이가

있으며 다른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시각

적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3]의 왼쪽 아

래의 조합모델도 2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시하였으나 다

른 교육과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각적 모델이다.

또 [그림 4] 3차 교육과정 2학년 2학기(문교부, 1979)

의 격자모양에 점을 올려놓은 형태의 배열모델도 3, 4

차 교육과정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림 4] 3차 교육과정 교과서(산수 2-2)

[Fig. 4] The third Curriculum textbooks (arithmetic

2-2)

이처럼 여러 교육과정에서 곱셈 지도를 위해 다양

한 시각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

육과정 2학년 1학기(교육부, 2017a)에서는 제시하는 시

각적 모델에 따라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의 순서

를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묶음 모델의 경우에는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순서

를 교과서에 처음 도입할 때 (묶음 내 낱개의 개수) ×

(묶음의 수)로 명시는 하지만 학생에게 이를 설명하지

는 않고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그

림 5].

[그림 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2-1)

[Fig. 5]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mathematics

2-1)

이에 반해 배열모델은 2학년 1학기(교육부, 2017a)

에 처음 도입하는데 읽는 순서에 대한 명시 없이 [그

림 6]과 같이 (가로)×(세로)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학

익힘(교육부, 2017b)에서는 [그림 7]과 같이 (가로)×(세

로), (세로)×(가로)의 구분 없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

고 있다.

[그림 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2-1)

[Fig. 6]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mathematic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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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익힘 2-1)

[Fig. 7] 2015 Revised Curriculum (mathematics

workbook 2-1)

이후 2학년 2학기(교육부, 2017c) 2단원 곱셈구구

단원에서는 배열 모델에 대한 곱셈식 표현을 (가로)×

(세로)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곱셈식의 교환 법칙을

처음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시각적 모델을 묶음

을 달리하여 (가로)×(세로), (세로)×(가로)로 표기하고

있다. 그 이후로 배열 모델을 제시할 때는 묶음 표시

없이 배열모델 하나에 두 개의 곱셈식을 답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그림 8].

[그림 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2-2)

[Fig. 8]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mathematics 2-2)

곱셈표를 도입할 때에도 교과서에 곱셈표에 대한

설명 없이 지도서에만 ‘곱셈표는 세로줄에 있는 수를

(곱해지는 수), 가로줄에 있는 수를 (곱하는 수)로 하

여 두 줄이 만나는 칸에 두수의 곱을 써넣은 표임을

알게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교육부, 2017c, pp.172).

이렇게 배열 모델을 도입할 때 정확한 설명 없이

곱셈식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요하는 경

우에는 교과서 외의 여러 형태의 곱셈식을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나 수학 익힘의 문제에

서는 배열 모델에 대한 정답을 한 가지 곱셈식으로 제

시하는 경우가 많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학년 2학기

(교육부, 2013)에서 곱셈구구 8단을 학습하는 차시의

마무리 문제인 [그림 9]는 지도서에 8×8의 곱셈식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곱셈식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9]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2-2)

[Fig. 9] 2009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mathematics 2-2)

곱셈을 표현함에 있어 2015 개정교육과정 3학년 1,2

학기(교육부, 2018a; 2018b)의 [그림 10]처럼 자릿값이

십의 자리 이상으로 커지면 수모형(십진블록)을 활용

한 묶음이나 배열 모델로 곱셈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0]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3-1, 3-2)

[Fig. 10]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mathematics

3-1,3-2)

또 배열 모델 중에서 넓이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

는 경우도 있는데, 넓이 모델은 (가로)×(세로)로 곱셈

식을 표기하고 있다. 넓이 모델을 이용하여 곱셈을 지

도함에 있어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3

학년 나(교육부, 2010)의 [그림 11] 좌측 그림처럼 (가

로)를 (칸이나 개), (세로)를 (줄)로 명시하여 곱셈식으

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그림 11] 우측 그림(우측 위: 2009개정교육과정 3-2

교과서(교육부, 2014), 우측 아래: 2015 개정교육과정

3-2 교과서(교육부,2018b))처럼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

지 않고 곱셈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용어 사용뿐만 아

니라 넓이 모델을 처음 도입할 때 곱셈식을 표기하여

제시하던 것을 삭제하고 학생들에게 곱셈식을 넣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서에 (가로)×(세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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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3-나, 3-2)

[Fig. 11] 2007, 2009,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mathematics 3-2)

우리나라 교과서에 묶음 모델에 대해서는 (묶음 내

의 낱개의 수)×(묶음 수)로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배열 모델은 6차 교육과정 2학년 1학기(교육

부, 1995)의 [그림 12]처럼 (가로)×(세로)와 (세로)×(가

로)를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으며, 4차 교육과정 3

학년 2학기(문교부, 1982)의 [그림 13]과 같이 넓이 모

델에서 (세로)×(가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그림 12] 6차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2-1)

[Fig. 12] sixth Curriculum textbooks (mathematics 2-1)

[그림 13] 4차 교육과정 교과서(수학 3-2)

[Fig. 13] Fourth Curriculum textbooks (arithmetics 3-2)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학습에 있어 시각적

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시각적 모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모델

과 곱셈식에 대한 표기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대다수 교육과정에서 시각적 모

델을 곱셈식으로 표현함에 있어 묶음 모델 (묶음 내의

낱개의 수)×(묶음의 수), 배열 모델의 경우 (가로)×(세

로)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외국교과서 분석

국내 교과서의 경우 국정교과서로 특정한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국의 경우 여러 교과서가

있기에 국가별로 인지도가 높은 교과서를 1~2개 선택

하여 시각적 모델을 이용한 곱셈지도 방법, 시각적 모

델에 대한 곱셈식 표현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Math

connects(Hacmillan/McGraw-Hill, 2009)와 Everyday

Mathematics(Wright Group, 2007) 싱가포르는

Shaping math(Marshall Cavendish Education, 2013),

Primary mathematics(Singapore Math, 2005), 일본은

新し算敎(東京書籍, 2011; 2013)를 살펴보았다.

1) 미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도 곱셈을 지도함에 있어서 여러 모델

들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모델

을 처음 도입할 때 곱셈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명확

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 14]와 같이 시각적 모델을

도입할 때 각각의 모델에 대한 곱셈식 표기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차후 교과서에서 일

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시각적 모델을 곱셈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가로)×(세로),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

의 수)로 표기함에 비해, 미국은 (세로)×(가로), (묶음

의 수)×(묶음 내 낱개의 수)로 반대로 표기하고 있다.

또 교환법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배열 모델

(넓이 모델)을 하나 제시하고, 그 모델을 곱셈식 2개로

표현하는데, 미국은 [그림 15]처럼 넓이 모델 2개를 제

시하고 곱셈식 2개로 ‘낱개의 총 개수가 같음’으로 교

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환법칙을 설명

하지만 곱셈식의 표기법인 (세로)×(가로)를 어떤 상황

에서든 유지하면서 시각적 모델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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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모델을 곱셈식 (세로)×(가로)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그림

16].

[그림 14] ‘math connects’ 시각적 모델 도입

[Fig. 14] ‘math connects’ Introduction of visual model

[그림 15] ‘math connects’ 시각적 모델 도입

[Fig. 15] ‘math connects’ Introduction of visual model

  

[그림 16] ‘Everyday Mathematics’ 시각적 모델 도입

[Fig. 16] ‘Everyday Mathematics’ Introduction of

visual model

[그림 17] ‘Everyday Mathematics’ 곱셈표 도입

[Fig. 17] ‘Everyday Mathematics’ Introduction of visual

model

또 시각적 모델에 대한 곱셈식 표현 방법뿐만 아니

라 곱셈표를 읽는 방법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

다[그림 17]. 이는 학생들에게 처음 시각적 모델이나

새로운 것을 배움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을 명시해

줌으로써 차후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

으로 보인다.

2) 싱가포르 교과서

싱가포르 교과서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보다 시각적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며, 곱셈을 도입하고 지도

함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내용에 시각적 모델을 사용

하고 있으나 묶음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김현 외

2016). 싱가포르 교과서 중 Shaping math 1B,

2B(Marshall Cavendish Education, 2013a; 2013b)에서

는 시각적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림 18]과 같이

미국과 동일하게 곱셈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자세히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곱셈의 교환 법칙을 설명

함에 있어서도 미국과 같이 시각적 모델 2개를 제시하

고 각 모델에 대한 곱셈식을 1개씩 제시하여 두 모델

에서 낱개의 총 개수가 같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8 왼쪽 아래].

그러나 분석한 두 교과서의 시각적 모델에 따른 곱

셈 표기법은 서로 달랐다. shaping math는 우리와 반

대로 미국과 같은 (묶음 수)×(묶음 내 낱개의 수), (세

로)×(가로)로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primary

mathematics 3A, 3B(Singapore Math, 2005a; 2005b)

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

수), (가로)×(세로)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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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haping math’ 시각적 모델 도입

[Fig. 18] ‘shaping math’ Introduction of visual model

[그림 19] ‘primary mathematics’ 시각적 모델

[Fig. 19] ‘primary mathematics’ visual model

이처럼 싱가포르의 두 교과서에서 곱셈식 표기 방

식이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교과서 내에서는 차후 학

습에도 일관된 곱셈식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3) 일본교과서

일본 교과서는 모든 곱셈구구에서 묶음 모델과 배

열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는 점이 독특하다. 특히 묶음

모델에서는 구체적인 실물을 사용하고 배열 모델에서

는 추상성이 강한 원 모양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김

현 외, 2016). 일본 교과서도 미국, 싱가포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 곱셈식 표기

방법을 예시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처음 곱셈

식을 도입할 때는 묶음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묶음

모델은 우리나라와 같이 (묶음 내 낱개의 개수)×(묶음

의 수)로 표기 및 설명하고 있다[그림 20].

[그림 20] ‘新し算敎’ 묶음 모델 도입

[Fig. 20] ‘New calculation’ Introduction of group model

배열 모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과 같은 (세

로)×(가로)로 표기하며, 곱셈의 교환 법칙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모델과 두 가지 곱셈으로 설명하

고 있다[그림 21]. 또한 곱셈 구구를 지도함에 있어서

각 구구단마다 곱셈표를 위에 표기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때 곱셈표의 세로를 곱해지는 수(몇 단), 가로를 곱

하는 수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그림 22]. 이는 미국

에서 시각적 모델을 (세로)×(가로)로 일관되게 사용하

는 것과 같다.

[그림 21] ‘新し算敎’ 교환 법칙 예시

[Fig. 21] ‘New calculation’ Exchange Property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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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新し算敎’ 곱셈표

[Fig. 22] ‘New calculation’ Multiplication table

이처럼 일본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시각적 모델 도입 시 곱셈식 표기법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교과서 내에서 일관된 표기 방법으로 시

각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국내외 교과서 분석을 바

탕으로 지필 검사 및 시선 추적 검사의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그림 23].

선행연구 및 국내외 교과서 분석

￬
검사 문항 출제 및 전문가 검토

￬
지필검사(7월) 시선추적검사(7월)

- 21문항

- H시 초등학생 149명

- 15문항

- N시 초등학생 21명

￬                    ￬
문항별 비율 분석

시선 경로 분석 및

분류

[그림23] 연구 절차

[Fig. 23] Research procedure

학생들이 시각적 모델에 따라 이러한 모델을 어떤

곱셈식으로 표현하는지, 곱셈식을 표현함에 있어 어떠

한 인지 과정을 통해 곱셈식을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의 진행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필검사와 시

선추적 검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지필 검사

시각적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곱셈식 표현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곱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연구에 참

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세 자리의 곱셈을 모두

배운 5학년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학생들

에게 제시한 지필 문항은 국내외 교과서 분석을 통해

2학년부터 4학년 수준의 여러 시각적 모델 중에서 교

과서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묶음 모델과 배열 모델

(넓이 모델, 수모형을 이용한 시각적 모델을 포함)을

중심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수

학 교육 전문가 3인에게 자문을 얻어 문항을 수정하였

다.

지필문항에서 배열 모델 중 4분할된 넓이 모델 문

항의 경우 교과서에서는 두 부분에 대한 곱셈식을 제

시하고 다른 부분에 곱셈식을 답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시를 제시할 경우 곱셈식을 답함에 있어 제시된 곱

셈식이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두 삭제하고

수치만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유형의 모델을 순차적

으로 배치할 경우 앞의 문제가 뒤의 문제 해결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과제의 순서를 임의로 배치

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검사지(21문항)는 H시 3개 초

등학교 학생 149명에게 배부하여 담임교사에 의해 각

학급에서 40분 동안 문제를 해결한 후 수거된 검사지

를 문항별로 답안을 분류하여 응답 비율을 분석하였

다.

2. 시선 추적 검사

학생들이 시각적 모델과 곱셈식을 어떻게 관련지어

인지하는지 그 사고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N시 N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선추적검사를 실시하였다. 여기

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오른손잡이 19명, 왼손잡이 2

명으로 총 21명이었다. 검사 문항은 지필 검사 문항과

동일한 문제로 시각적 모델 중 중복된 문항을 제외하

고 15문항으로 시선 추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시선 추

적 검사를 위해 FOVIO eye tracker(시선추적기),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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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를 준비하고, 연구 참여 학교

에서 학생들의 출입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검사를 진

행하였다. 검사는 학생 한 명씩 모니터에 제시되는 시

각적 모델을 보고 곱셈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이때 학

생의 시선 이동을 수집하고, 시각적 모델에 대한 곱셈

식 답변을 동시 녹음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시선 추적

자료 및 녹음 자료는 Eye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별로 시각적 모델을 보고 곱셈식을 답하기 전 시

선 이동 경로를 분석 및 분류하고, 시선 이동 경로에

따라 곱셈식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시선이란 그들의 마음과 이해를 동반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표현의 불일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증명하

고 있기 때문에(이미진, 이광호, 2015) 학생들이 시각

적 모델과 곱셈식을 연관 지을 때 나타나는 인지과정

을 살펴보는데 시선 추적기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검사지를 통한 시각적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곱셈식 표현 방법 분석

시각적 모델에 대한 곱셈식 제시를 시각적 모델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된 내용을

진술 시 문항 번호가 순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시

각적 모델의 유형을 임의적으로 배치하였기에 학생들

에게 제시한 문항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먼저 묶음 모델과 배열 모델을 살펴보고 배열 모델

중 넓이 모델과 수모형을 이용한 모델(묶음, 배열)을

분석하였다.

묶음 모델에서 기본적인 묶음 모델의 경우 학생들

은 문항에 따라 [표 1]과 같이 답을 하였다. 학생들의

대다수가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의 수)로 곱셈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묶음 모델에서도 묶음의 형태

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인다. 문항 1-(1), 1-(3)은 가로

의 형태로 원(묶음)을 묶은 모델, 1-(4), 1-(6)은 세로

의 형태로 원(묶음)을 묶은 모델이다. 이 두 모델에서

묶음 내 낱개의 수를 먼저 답하는 학생 수가 많기는

하지만, 가로형태의 모델보다 세로형태의 모델에서 묶

음의 수를 곱해지는 수로 답하는 학생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호 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1-(1)

5X3 134 89.93

3X5 13 8.72

기타
(오답)

2 1.34

1-(4)

5X3 29 19.46

3X5 115 77.18

기타
(오답)

5 3.35

1-(3)

7X3 124 83.22

3X7 23 15.44

기타
(오답)

2 1.34

1-(6)

6X4 37 24.83

4X6 109 73.15

기타
(오답)

3 2.01

[표 1] 묶음 모델의 곱셈식 표현

[Table 1] A multiplicative expression of a group

model

배열 모델을 제시한 경우, 학생들은 문항에 따라

[표 2]와 같이 답하였다. 배열 모델에서는 모델의 형태

가 ‘가로가 긴 모델’(1-(5), 1-(2))의 경우 (가로)×(세

로)로 답하는 학생이 많았다. 이에 반해 ‘세로가 긴 모

델’(1-(8), 1(7))의 경우에 1-(8)은 (세로)×(가로)로 더

많은 학생이 답하였고 1-(7)은 (가로)×(세로)와 (세

로)×(가로)에 같은 비율로 답하였다. 이는 묶음 모델에

서 묶음을 세로의 형태로 제시할 경우 (묶음 수)×(묶

음 내 낱개의 수)로 답하는 것과 같이 형태가 긴 쪽을

먼저 답하려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배열 모델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학생들 중에

곱셈식을 자신이 스스로 묶음의 형태로 인식하여 답

하였다는 것이다. 1-(5) 문항에서 삼각형 24개를 12개

씩 2묶음으로 생각하여 12×2로, 1-(8)에서는 별을 14개

씩 3묶음, 21개씩 2묶음 등으로 생각하여 답하였다. 이

는 학생들이 배열 모델을 보고 스스로 단위화를 통한

조작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몇몇 학생

은 도형 전체의 수를 하나씩 센 후 곱셈식(24×1, 1×24

등)으로 답하였는데 이는 이 학생들이 아직 곱셈적 사

고보다는 덧셈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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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1-(5)

6X4 86 57.72

4X6 55 36.91

24X1 1 0.67

1X24 3 2.01

12X2 2 1.34

기타

(오답)
2 1,34

1-(8)

6X7 57 38.26

7X6 81 54.36

14X3 6 4.03

2X21 1 0.67

21X2 1 0.67

1X42 2 1.34

42X1 0 0.00

기타

(오답)
1 0.67

1-(2)

9X3 97 65.10

3X9 41 27.52

1X27 1 0.67

27X1 5 3.36

기타

(오답)
4 2.68

무응답 1 0.67

1-(7)

4X9 70 46.98

9X4 70 46.98

18X2 1 0.67

1X36 1 0.67

36X1 2 1.34

기타

(오답)
1 3.35

[표 2] 배열 모델의 곱셈식 제시

[Table 2] A multiplicative representation of a arry

model

다음으로 배열 모델 중 넓이 모델을 제시한 경우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넓이모델은

모눈종이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제시

한 모델을 바탕으로 가로, 세로 칸의 수를 제시하지

않은 넓이 모델과 칸의 수를 제시한 넓이 모델로 나누

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넓이 모델을 제시한 경우

학생들은 [표 3, 4]와 같이 답을 하였다.

번호 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2-(1)

9X7 57 38.26

7X9 77 51.68

기타

(오답)
10 6.7

무응답 5 3.36

2-(2)

20X4 79 53.02

4X20 54 36.24

기타

(오답)
11 7.37

무응답 5 3.36

[표 3] 넓이모델의 곱셈식 표현(1)

[Table 3] A multiplicative expression of area model(1)

문항 2-(1), 2-(2)는 색칠된 칸의 수를 곱셈식으로

답하는 문제로 문항 2-(1)은 색칠된 칸을 위쪽에,

2-(2)는 아래쪽에 배치하였다. 이때, 문항 2-(1)에서는

많은 학생이 (세로)×(가로)로, 2-(2)는 (가로)×(세로)로

응답하였다. 이는 제시된 모델의 길이가 긴 쪽을 먼저

답하려는 특성을 보였던 묶음 모델, 배열 모델과는 차

이를 보인다. 또 다른 모델들에 비해 곱셈식을 답하는

비율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오답자나 무응답

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칸의 수를 표시하여 모델을 제시한 경우는 교과서

에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형태(직사각형 2분할, 4분

할)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때 모델 칸(길이)의 수를 표

기할 때 모델의 어느 방향(왼쪽, 오른쪽)에 제시하느냐

에 따라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에

왼쪽, 오른쪽에 각각 표기한 형태를 모두 제시하였다.

문항 3-(2), 5(1)은 직사각형을 2개 영역으로 분할하

여 위(㉠), 아래(㉡)의 칸의 수를 각각 곱하여 답하는

문제로 ㉠, ㉡ 모두 (가로)×(세로)의 응답률이 높았다.

칸의 수가 표시되지 않은 문항2-(1)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의 수를 오른쪽에 표시했을 때보

다 왼쪽에 표시했을 때 (세로)×(가로)로 답하는 학생의

비율 높아졌으며, 왼쪽 아래쪽에 표시한 경우에 응답

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각적 모델에 따른 곱셈식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 75

번

호
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3

-

(2)

㉠

10X13 109 73.15

13X10 25 16.78

기타

(오답)
7 3.35

무응답 8 5.37

㉡

10X7 89 59.73

7X10 42 28.19

기타

(오답)
10 6.7

무응답 8 5.37

5

-

(1)

㉠

10X11 84 56.38

11X10 50 33.56

기타

(오답)
6 4.02

무응답 9 6.04

㉡

10X9 71 47.65

9X10 64 42.95

기타

(오답)
5 3.35

무응답 9 6.04

[표 4] 넓이모델의 곱셈식 표현(2)

[Table 4] A multiplicative expression of area model(2)

다음은 직사각형을 4개 영역으로 분할하여 곱셈식

을 묻는 문항이다. 교과서에는 모눈종이를 4개 영역으

로 나누고 영역 2개에는 곱셈식의 예시를 주는 형태

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곱셈식을 예시

로 제시할 경우 제시된 곱셈식과 같은 형태로 학생들

이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검사 문항에서는 칸의 수

를 표기 한 후 4개 영역 모두의 곱셈식을 묻는 문항으

로 변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표

5, 6]와 같다.

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3-(1)

㉠

22X11 74 49.66

11X22 46 30.87

기타

(오답)
18 12.06

무응답 11 7.38

㉡

22X4 72 48.32

4X22 47 31.54

기타

(오답)
19 12.73

무응답 11 7.38

㉢

3X11 84 56.38

11X3 36 24.16

기타

(오답)
18 12.06

무응답 11 7.38

㉣

3X4 61 40.94

4X3 62 41.61

기타

(오답)
14 9.38

무응답 12 8.05

[표 5] 넓이모델의 곱셈식 표현(3-1)

[Table 5] A multiplicative expression of area model(3-1)

칸의 수를 위쪽과 왼쪽에 표기한 문항 3-(1)은 ㉣을

제외한 영역에 있어서 (가로)×(세로)의 곱셈식 응답률

이 높았다. ㉣은 (가로)×(세로)와 (세로)×(가로)의 응답

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세로)×(가로)의 응답률이

미세하게 높았다. 이는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

였던 문항 3-(2)에서 ㉠(위쪽)에 비해 ㉡(아래쪽)이

(세로)×(가로)의 응답률이 높아지는 특성과 같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문항 5-(2)는 ㉡을 제외하고 (가로)×(세로)로 응답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은 (세로)×(가로)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문항 5-(1)에서 ㉡부분에

서 (세로)×(가로)의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특성

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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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5-(2)

㉠

11X9 98 65.77

9X11 35 23.49

기타

(오답)
6 4.02

무응답 10 6.71

㉡

11X6 54 36.24

6X11 73 48.99

기타

(오답)
12 8.04

무응답 10 6.71

㉢

14X9 99 66.44

9X14 26 17.45

기타

(오답)
14 9.38

무응답 10 6.71

㉣

14X6 74 49.66

6X14 54 36.24

기타

(오답)
11 7.37

무응답 10 6.71

[표 6] 넓이모델의 곱셈식 표현(3-2)

[Table 6] A multiplicative expression of area model(3-2)

직사각형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칸의 수가 표기

되는 영역과 표기되는 않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 가로,

세로가 모두 표기된 영역은 문항 3-(1)의 ㉢, 5-(2)의

㉠으로 (가로)×(세로)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가로,

세로 중 한 가지만 표기된 영역은 문항 3-(1)의 ㉠과

㉣, 5-(2)의 ㉡, ㉣로, 표기된 칸의 수를 곱셈식의 앞

(곱해지는 수)에 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넓이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은 편이다. 묶음 모델과 다른 배열 모델들에서 10%

미만의 오답률을 보이는데 반해 3-(1)은 20% 정도의

학생이 오답이나 답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넓이 모델

문항도 10%가 넘는 오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두 자리 수)×(한 자리 수) 이

상을 지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인 수모형(십진블

록)을 이용한 시각적 모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모

형은 묶음 모델과 배열 모델 모두 교과서에 사용하기

에 묶음 모델과 배열 모델로 각각 나누어서 검사하였

다. 검사 결과는 [표 7, 8]과 같다.

번

호
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4

-

(1)

8X13 4 2.68

13X8 126 84.56

기타

(오답)
15 10.05

무응답 4 2.68

4

-

(3)

22X6 126 84.56

6X22 4 2.68

기타

(오답)
16 10.72

무응답 3 2.01

4

-

(4)

63X3 127 85.23

3X63 4 2.68

기타

(오답)
14 9.38

무응답 4 2.68

4

-

(7)

63X3 126 84.56

3X63 6 4.03

기타

(오답)
12 8.04

무응답 5 3.36

[표 7] 수모형을 이용한 묶음 모델의 곱셈식 표현

[Table. 7] A multiplicative expression of a group

model using Base ten blocks

수모형을 이용한 묶음 모델의 경우 학생들이 대부

분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의 수)로 응답하였다. 학

생들 중에는 이전 학년에 수모형을 배웠을 뿐만 아니

라 십 모형과 일 모형의 그림을 예시로 제시하였음에

도 자릿값과 수모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답을

말하는 학생이 많았다. 문항 4-(7)을 예로 들면, 십모

형의 개수인 18, 일모형의 개수인 9를 곱셈식 18×9로

응답하는 학생, 십 모형과 일 모형이 나타내는 값을

이용하여 180×9로 응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문항 4-(3)

에서는 12×6처럼 십 모형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고 곱

셈식을 만드는 학생이 있었다. 이는 수모형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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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이해 정도가 낮아서 생겨난 오류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수모형을 이용한 배열 모델에서도 이와 유사

한 현상이 나타났다.

번

호
문항 식

인원

(명)

응답률

(%)

4

-

(2)

5X35 1 0.67

35X5 123 82.55

기타

(오답)
20 13.4

무응답 5 3.36

4

-

(5)

24X12 112 75.17

12X24 8 5.37

48X6 4 2.68

기타

(오답)
18 12.06

무응답 7 4.70

4

-

(6)

12X23 8 5.37

23X12 111 74.50

46X6 3 2.01

기타

(오답)
19 12.73

무응답 8 5.37

[표 8] 수모형을 이용한 묶음 모델의 곱셈식 표현

[Table 8] A multiplicative expression of array model

using Base ten blocks

수모형을 이용한 배열 모델의 곱셈식 표현 [표 8]은

지금까지 살펴본 시각적 모델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시각적 모델에 대해서는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의 수), (가로)×(세로)와 같은 형태로,

묶음의 형태나 모델의 방향에 따라 곱셈식을 제시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에 반해 수모형을 이용한 배열 모델

은 (가로)×(세로), (세로)×(가로)로 제시하는 경향을 갖

는 것이 아니라 십 모형과 일 모형의 배치에 따라 곱

셈식 제시에 대한 비율이 달라졌다. 문항 4-(2)와

4-(6)과 같이 십 모형과 일 모형이 세로로 배치된 경

우에는 (세로)×(가로)로, 문항 4-(5)와 같이 가로로 배

치된 경우에는 (가로)×(세로)로 응답하는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십 모형과 일 모

형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곱셈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수모형의 자릿값 개념이나 자릿값의 의미

를 알지 못하는 학생은 묶음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응

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은 문항

4-(5), 4-(6)에서 십 모형과 일 모형을 하나의 묶음으

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 내 낱개의 개수를 다른

묶음으로 생각하여 곱셈식(48×6, 46×6 등)을 답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배열 모델에서 자유롭게 자신

만의 묶음을 생각해 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시선추적기를 통한 곱셈식 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학생들이 시각적 모델을 보고 곱셈식을 답하는 과

정을 시선 추적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각 시각적

모델별 곱셈식을 답한 경우를 답한 곱셈식별로 시선

이동 경로를 분류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묶음 모델에 대한 시선 이동 경로를 보면, (묶음의

수)×(묶음의 낱개의 수)로 곱셈식을 제시한 경우는 [그

림 24]과 같이 묶음의 수를 먼저 센 것을 알 수 있고,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의 수)를 곱셈식으로 제시하

는 경우에는 [그림 25]와 같이 묶음 안의 개의 수를

먼저 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4] (묶음 수)×(묶음 내 낱개의 수)

[Fig. 24] (number of group) × (number of individual

pieces in a group)

[그림 25] (묶음 내 낱개의 수)×(묶음의 수)

[Fig. 25] (number of individual pieces in a group)×

(number of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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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선 이동 경로가 모든 묶음이나 낱개에 표

시되지 않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곱셈을 모두 배운

5학년 학생이기에 세는 수가 작을 경우 [그림 26]의

히트맵과 같이 처음 몇 줄의 개수를 세고 다음 것을

추정하여 수를 인식하기 때문에 시선 이동 경로가 나

타나지 않는다.

[그림 26] 히트맵

[Fig. 26] heat map

배열 모델 문항을 6×8과 8×6로 응답한 학생의 시선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6×8로 제시한 학생은 가로의

개수를 세고, 세로를 센 후에 곱셈식을 제시하고, 8×6

으로 응답한 학생은 처음 가로를 빠르게 잠깐 훑어 본

후 세로의 개수를 세고, 가로의 수를 센 후 곱셈식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6×8를 답한 학생의 시선이동경로(S4)

[Fig. 27] 6×8 student's Gaze-plot(S4)

[그림 28] 8×6를 답한 학생의 시선이동경로(S6)

[Fig. 28] 8×6 student's Gaze-plot(S6)

수모형을 이용한 배열 모델의 경우, 24×12로 응답한

학생[그림 29]는 가로의 수모형 개수를 세고, 세로의

개수를 센 후 곱셈식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12×24

로 응답한 학생[그림 30]은 가로의 수모형을 잠깐 훑

어보고 세로의 수모형 개수를 센 다음 가로의 수모형

수를 센 후 곱셈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

들이 곱셈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로와 세로 중 먼저

본 것을 곱하여지는 수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수를 세기 시작한 곳의 수를 곱해지는 수로 생각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 24×12를 답한 학생의 시선이동경로(S13)

[Fig. 29] 24×12 student's Gaze-plot(S13)

[그림 30] 12×24를 답한 학생의 시선이동경로(S1)

[Fig. 30] 12×24 student's Gaze-plot(S1)

[그림 31] S13 학생의 시선이동 경로와 히트맵

[Fig. 31] S13 student's Gaze-plot & hea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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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S1 학생과 같이 수모형의 왼쪽을 보고 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수모형의 오른쪽을 보고 숫자

를 세는 학생도 간혹 나타났다. [그림 31] S13 학생의

경우도 대다수의 문제에서 모델의 왼쪽을 보고 숫자를

세지만 몇몇 문제에서 모델의 오른쪽을 보고 숫자를

세고 있다. 이 학생은 오른손잡이 여학생으로 왼손잡

이가 아니므로 뇌의 기능적 차이 때문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왼손잡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모델의 오

른쪽만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이 없었으며, 오

른손잡이인 다른 학생 중에도 문제에 따라 간혹 모델

의 오른쪽을 보고 숫자를 세는 학생이 있었으므로 모

델의 숫자를 세는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곱셈 모델을 도입할 때 시각적 모델의 읽는

방법(곱셈식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묶음 모델의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묶음 내 낱개의 개수) × (묶음의 수)를 사용하기에 모

델 읽는 방법을 일관되게 지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배열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의 길이

나 표기된 수의 위치 등 상황에 따라 곱셈식을 읽는

방법이 달랐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

만, 배열 모델을 도입할 때 명확한 읽는 방법의 부재

를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모델을 도입함에 있

어 일관된 읽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읽

는 방법을 정립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표현 방법이라

는 장점도 있지만 학습의 초기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

을 주게 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곱셈 모델을 도

입함에 있어서 일관된 방법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되는 모델임에도 예시적 설

명 없이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배열모델의

경우 읽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혼용

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 외국의 교과서에는 곱셈의 교

환 법칙을 설명함에 있어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모델로

두 개의 곱셈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모

델에 따른 각각의 곱셈식을 통해 총 낱개의 개수가 같

음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시

각적 모델을 읽는 방법을 (세로)×(가로)와 (가로)×(세

로)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관

되게 사용하고 있어 교환법칙의 개념 중심으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서도 대수적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시각적 모델의 사용이 필요하다.

둘째, 시각적 모델의 도입 순서에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시각적 모델에 따른 곱셈식의 응답에 있어

난이도 및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묶음

모델보다는 배열 모델에 어려움을 보이며, 배열 모델

중에서도 특히 넓이 모델의 곱셈식 표현을 어려워했다.

넓이 모델의 경우 오답률이 평균 10% 이상 나타났으

며, 20%가 넘는 문항도 있었다. 또 묶음 모델의 경우

에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곱셈식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배열모델은 학생 스스로 여러 묶음 전략을 통해 답변

하거나 오답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묶음 모델을 먼저 도입하고 배열 모

델을 나중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묶음 모델은 학생들

이 쉽게 이해하므로 곱셈을 처음 지도하는 단계에 도

입하고, 배열 모델은 곱셈을 개념을 확장하는 단계와

평가 단계에서 사용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각적 모델 중 수모형을 도입할 때 다른 모

델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모형을 이용한

모델의 경우는 문제나 곱셈식을 이해하지 못해 오답을

말하기보다는 자릿값에 대한 개념이나 수모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답변을 못하거나 오답을 말하는 학

생이 많았다. 이는 학생이 수모형이나 자릿값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수모형을 이용한 수업에서 계속적

인 학습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수모형을 도입할 때는 먼저 자릿값이나 수모형의 구조

와 배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곱셈식의 이해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은

지필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 시선 추적 검사 결과 학

생들의 시선은 곱셈식을 답하는 순서와 일관성 있게

움직였다. 학생들은 묶음 모델, 배열 모델의 낱개나 묶

음을 세는데 있어 모두 자신이 응답한 곱셈식의 앞쪽

수(곱해지는 수)를 먼저 세었다. 이는 학생들의 곱셈식

이해와 곱셈식의 표현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선 추적 검사 없이도 학생들의 모델과 곱셈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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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고 과정을 추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안 및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적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 교과서 집필자

나 교사가 목적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사용할 것을 제

안한다. 모델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

므로 개념 형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묶음 모델을 위

주로 사용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형성이나 평가

가 목적일 경우는 배열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곱

셈을 할 때 자릿값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

모형을 이용한 모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각적 모델의 읽는 방법(곱셈식 제시)에 대

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읽는 방법

을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은 학생들의 다

양한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하

지만, 이런 불명확한 입장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제한

된 방식으로 곱셈식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하여 차후

학생들의 곱셈 학습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초등학

교에서 연산의 기본 성질을 일반화하는 것은 추후 수

학 학습에서 대수를 형식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Blanton, M., Levi, L., Crites, T.,

Dougherty, B., & Zbiek, R. M.,2011). 이에 시각적 모

델의 읽는 방법을 어떻게 규정해서 지도해야 할지 수

학자 및 수학교육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 학생의 시각적 모델에 따른 곱셈식 표현

방법 및 교과서 내 시각적 모델의 곱셈식 표현 방법

제시 여부가 우리나라 학생과 외국 학생의 이후 수학

학습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곱셈식 표현에 대한 연구만 실시하였다. 하지만 교과

서에서 시각적 모델을 곱셈식으로 읽는 방법에 대한

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얻

기 위해서는 외국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곱

셈식을 표현하는지, 또 이러한 표현들이 차후 수학 학

습(행렬)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학생 간에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곱셈식을 응답한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수학 교육 연구자

들이 시각적 모델을 이용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

들이 시각적 모델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는지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났던 시각

적 모델을 셀 때 오른쪽 · 왼쪽 중 읽는 방향을 선택

하는 이유를 비롯하여 시각적 모델과 문항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시각적 모델의 면적이나 길이의 차이 등

에 따라 곱셈식의 표현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 곱셈적 사

고가 아닌 덧셈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을 시선 추적 검

사가 아닌 지필 검사를 통해 선별할 수 있는 방안 연

구 및 지도 등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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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tudents' multiplication expression method according to visual model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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