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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에서의 곱셈구구 지도 순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equence of Teaching Multiplication Facts 
in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김 성 준1)

ABSTRACT. The purpose of th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equence of teaching multiplication facts in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Generally, the multipli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s; concepts of multiplication, 
situations involving multiplication, didactical models for multiplication, 
and multiplication strategies for teaching multiplication facts. This study 
is focusing to multiplication facts, especially to the sequence of teaching 
and multiplication strategie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 method. In order to compare textbooks, we select the 
Korea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1st curriculum~2009 revised 
curriculum) and the 9 foreig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Japan, 
China, Germany, Finland, Hongkong etc.).   
As results of comparative investigation, the sequence of teaching 
multiplication facts is reconsidered on a basis of elementary students’ 
mathematical thinking. And the connectivity of multiplication facts is 
strengthened in comparison with the foreig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Finally multiplication strategies for teaching multiplication 
facts are discussed for more understanding and reasoning the principles 
of multiplication facts in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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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곱셈’은 2학년 1학
기 6단원에서 그리고 ‘곱셈구구’는 2학년 2학기 2단원에서 도입되고 있다. 곱셈 단원
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곱셈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도 요소에는 묶어세기, 
배, 곱셈, 곱셈식 등이 있으며, 곱셈구구 단원에서는 이러한 곱셈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는 곱셈구구,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활용, 곱셈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
는 곱셈구구 단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지도 순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 두 가지 물음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2학년 2학기 2단원 곱셈구구의 
지도순서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동일하게 2의 단부터 시작하여 5의 단→3의 단
→4의 단→6의 단→7의 단→8의 단→9의 단→1의 단→0과 어떤 수의 곱으로 전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출발한다.2)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은 초등예비교사
를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서 비롯
되었는데, 학생들이 제시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 유형들에서 이러한 유형별 차이가 
비롯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와 관련해서 김상근(2008)은 곱셈구구 지도 순서
는 학생들의 인지적 상황에 비추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김진호(1995)는 초등
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곱셈 지식을 형성하는데 분류하기, 계열, 유추와 같은 추론 능력
을 필요로 하며 아울러 교과서의 지도 순서를 학생들이 기존 지식으로부터 학습하기 
쉬운 순서로 제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영옥(2013)은 교환법칙과 분배법칙
을 비롯하여 다양한 곱셈 전략을 사용하여 이미 배운 곱셈구구의 단과 새로 배울 곱셈
구구의 단을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교과
서에서 내용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학습하기 쉬운 순서로 제시해야 하며 특히 학생들
의 곱셈적 사고 수준이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각 수준에 맞추어 곱셈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이것과 관련하여 장미라(2006)는 학생들
의 사고 수준을 덧셈적 사고 수준, 덧셈적 사고와 곱셈적 사고의 중간 수준, 그리고 
곱셈적 사고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맞추어 곱셈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살펴
본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종적·횡적 비교 연구를 토대로 하여 크
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순서에 따른 지도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효

2)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2의 단’, ‘5의 단’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글
에서는 곱셈구구의 각 단을 ‘2단’, ‘5단’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0과 어떤 수의 곱은 0단
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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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종적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곱셈구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의미
하는데,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를 포함하여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3)를 중심으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비교 분석한
다. 그리고 횡적 비교 연구는 외국의 교과서에 제시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중심으
로 하여 각 나라의 곱셈구구가 어떤 순서를 거치면서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도 과정에서의 특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9개 국가의 초등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비교 분석한
다. 그 각각은 일본, 중국, 대만의 동양권 교과서를 비롯하여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의 유럽 교과서, 그리고 미국의 교과서 및 동서양의 교과서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박경미·임재훈, 2002) 홍콩과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2학년군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개발 과정
에서 2학년 2학기 2단원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에 진행
된 것이다.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는 지도 시기와 함께 지도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의
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지도 내용 및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초등수학에서 효과적인 곱셈구구 지도 순서를 지도 방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과서 개발에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결정하는데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초등학교 수학에서 곱셈구구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곱셈의 기초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볼 때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곱셈구구’라는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학위논문의 경우 17건, 국내학술지논문의 
경우 14건(2016년 6월 16일 기준) 정도가 검색된다. 그러나 검색된 자료를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초등수학’을 키워드로 추가하면, 학위논문의 경우 15
건, 국내학술지논문은 4건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학위논문 15건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곱셈구구의 지도순서에 초
점을 맞춘 논문은 김현(2014)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초등수학 교과서의 곱
셈구구 지도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와 김상근(2008)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
타난 곱셈 지도 방법을 분석한 2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곱셈구구가 논문 제

3) 본 연구에서는 ‘1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를 ‘1차 교과서’로 간략하게 기술
하고, 이하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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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키워드로 사용된 논문은 김혜진(2014)의 수학보드게임이 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박경선(2008)과 송순희(2000)의 스켐프(Skemp) 이론을 
활용한 곱셈구구의 적용 사례 연구에서, 그리고 곱셈구구에서의 코스웨어를 설계한 
박태훈(2004)의 연구이며, 이러한 연구에서 초등수학에서의 곱셈구구에 대한 논의
를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상근(2008)의 연구는 본 연구의 종적 비
교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까지의 분석을 실행해놓은 것으로, 곱셈 기초와 곱셈구
구 지도 요소의 세분화와 체계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곱셈구구의 구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
며, 곱셈구구에서의 교환법칙 등을 통해 곱셈구구에서 각 단의 원리를 추론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현(2014)의 연구는 본 연구의 횡적 
비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는 제언에서 곱셈구구의 지도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의 한 학기, 한 단원에서 
곱셈구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생
들이 암송에 기반한 곱셈구구의 내용을 곱셈구구의 지도 요소와 함께 학습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수준에 맞추
어 곱셈구구의 지도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국내학술지논문의 4건을 살펴보면,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와 관련된 선
행연구에는 정영옥(2013)의 초등수학에서의 자연수 곱셈 지도가 있는데, 이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곱셈 개념의 도입과 곱셈구구 지도를 위한 교수학적 배경을 검
토하기 위한 것이다. 곧, 곱셈 개념, 곱셈 상황, 곱셈 지도 모델, 곱셈 전략 등을 
중심으로 미국, 핀란드 등과 횡적 비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곱셈구구 지도에
서 곱셈 전략과 곱셈 성질을 통해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배운 곱셈구구와 새로 배울 곱셈구구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에서 검토하고 고민했던 주제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선행연구에서 종적 비교와 횡적 비교가 일부 다루어졌지만, 이러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중심에 놓고 비교 분석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는 한편 메타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김상근(2008)의 종적 비교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나타난 곱셈
구구의 지도 순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정영옥(2013)과 김현(2014)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횡적 비교를 종적 비교와 동일 선상에 놓고 동시에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대만과 홍콩의 초등수학 교과서를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횡적 비교에
서 다루어지는 외국의 수학 교과서가 모두 9종에 해당하며, 종적 비교에서 다루어
지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역시 9개 교육과정 모두를 포괄하여 총 18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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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동시에 비교 분석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를 개발하는 시점에서 초등
수학에서의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과서 비교 연구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는데, 종적·횡적 비교 연구를 통해 
초등수학 교과서를 동시에 하나의 틀 속에 놓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종적 비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 1차  
교과서에서부터 2009 개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총 9종의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곱
셈을 학습하는 학년 및 학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교과서를 살펴본다. 이를테면, 1차 
교과서는 2-2, 3-1을 그리고 2009 개정 교과서는 2-1, 2-2를 중심으로 곱셈의 기
초 및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하여 나타낸 3가지 
유형은 모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유형은 <표 1>과 같다. 

유형Ⅰ 2단→3단→4단→5단→6단→7단→8단→9단→1단→0단

유형Ⅱ 2단→4단→5단→3단→6단→7단→8단→9단→1단→0단

유형Ⅲ 2단→5단→3단→4단→6단→7단→8단→9단→1단→0단

<표 1>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 유형 

다음으로 횡적 비교는 외국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된 교과
서는 일본, 중국, 대만의 동양권 3개 국가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독일, 핀란드, 네덜란
드의 유럽의 3개 교과서, 그리고 미국의 교과서 및 동서양의 교과서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이며, 각각의 교과서는 <표 2>와 같다. 
이들 교과서의 비교에 있어서 참고했던 선행연구로는 김현(2014)의 연구에서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를, 그리고 정영옥(2013)의 연구에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이었
으며, 이들과 함께 대만, 홍콩 교과서를 추가하여 총 9개 국가의 초등수학 교과서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횡적 비교 결과 그 유형은 <표 1>에 제시된 3가지 유
형의 틀에서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차이는 유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18개의 초등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초
점을 맞추어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로 나타난 특징 및 곱셈구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을 종적·횡적 비교 대상을 포괄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결과
를 종합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수학 교과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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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의 초등수학 교과서 

  
Ⅳ. 곱셈구구 지도 순서의 유형별 비교 분석

김상근(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화에서 곱셈구구 각 단의 지도 순서의 
특징은 1차와 2차 교육과정이 동일하고, 3차와 4차 교육과정이 일치한다. 그리고 5차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는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2단은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에서 시작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장 먼저 지도
되었으며, 그리고 6단부터 0단까지의 지도 순서는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가운데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 
변화는 주로 3단, 4단, 5단의 제시 순서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Ⅰ부터 유형Ⅲ을 구분하였다. 

1. 유형Ⅰ: 2단→3단→4단→5단→6단→7단→8단→9단→1단→0단

유형Ⅰ은 3차와 4차 교과서에 제시된 유형으로 곱셈구구의 각 단에 대한 난이도와 
상관없이 2단부터 9단까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유형Ⅰ은 중국 교과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싱가포르 교과서의 경우 5단과 6단 사이에 10단을 제시한 걸 제외하면 
유형Ⅰ과 동일하게 곱셈구구의 순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김현, 2014).4)

4)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1단과 0단을 별도 차시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각 단에서 1단과 
0단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역시 곱셈구구 지도에서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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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살펴본 곱셈구구 단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단의 곱셈구구를 제시하는 방식은 2단에서부터 9단까지 거의 같
은 형태를 띠고 있다. 2단을 중심으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각 단의 곱셈구구 구
성 원리에서 이미 배운 곱셈구구의 단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새롭게 배울 곱셈구구의 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3차 교과서는 <그림 1>에처럼 2단 곱셈구구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2
개씩 묶인 반구체물 도식을 제시하고 ‘2×5’와 같은 곱셈식을 정의한다. 그리고 
‘2×3’과 ‘3×2’의 곱셈식과 함께 수직선에서 뛰어세기를 제시한다.5) 2단 곱셈구구
를 모두 제시한 다음에는 2단 곱셈구구 읽기 지도를 하는데, 2×(어떤 수)와 (어떤 
수)×2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곱셈의 교환법칙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주목할 부분은 10의 단에 해당하는 2×10=□, 10×2=□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
는 부분이다. 3차 교과서에서 곱셈구구는 2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3단에서부터 9단
까지 피승수가 순서대로 커지면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개 이상의 곱셈
구구 사이의 관계가 교환법칙을 통해 미리 제시되는 것을 제외하면 보다 구체적인 
관련성 즉, n단에서 다루었던 곱셈구구가 (n+1)단의 곱셈구구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림 2>에서 보듯이 새수학(New Math)의 
SMSG(School Mathematics Study Group) 교과서의 영향을 받아서 3단 이후에 
3단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동수누가와 함께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림1> 3차 교과서 2-2 p.9 

   

<그림2> 3차 교과서 2-2 p.13

5) 강흥규(2009)에 따르면 동수누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3차부터 6차까지 수직선 모델이 꾸
준히 사용되다가 7차 교과서에서는 수직선 모델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영
옥(2013)에 따르면 외국 교과서에서 곱셈의 지도 모델은 묶음, 배열, 넓이, 직선 등이 보
다 다양하게 활용도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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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싱가포르 교과서(유형Ⅰ-1)에서 곱셈구구를 2단부터 9단까지 차례로 제시
하고 있으나 이는 곱셈의 난이도를 간과하기 보다는 앞서 제시된 곱셈구구를 활용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학습하는 지식을 연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 교과서는 유형Ⅰ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데, 5단에 
이어 10단을 제시했다는 점과 1단과 0단을 각 단에 포함해 놓은 것 등은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4>에서 보듯이 6단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6을 피승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승수에도 위치하고 있는데 8×6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4×6과 4×6을 이용해서 
이끌어내는 과정은 6단과 4단, 8단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배 개념까지도 추론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10×6을 9×6에서 1×6을 더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냄과 동시에 아래쪽에는 9×6=60-6=□와 같은 식을 통해서 한 번 더하기와 한 번 빼
기와 같은 전략을 이용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단의 내용 및 구
성 원리는 앞서 제시된 곱셈구구 또는 앞으로 등장할 곱셈구구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교과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림3>과 같이 곱셈과 나눗
셈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2단에서부터 모든 곱셈구구에서 각 단의 곱셈을 학습
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같은 수로 나누는 나눗셈을 보여줌으로써 곱셈과 나눗셈의 
역연산 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그림3> Shaping Math 3-A p.54 

   

<그림4> Shaping Math 3-A p.60 

6) 외국의 교과서는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홍콩 등에서 이와 같이 곱셈과 나눗셈을 동시
에 다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곱셈과 나눗셈은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는
데, 학년과 학기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곱셈은 2학년 
1학기에, 곱셈구구는 2학년 2학기에, 그리고 나눗셈은 3학년 1학기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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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Ⅱ: 2단→4단→5단→3단→6단→7단→8단→9단→1단→0단

두 번째 유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1차와 2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
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유형화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2단과 4단의 연결 및 3단
과 6단의 연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4단→5단→3단’의 순서에서 유형Ⅰ과 
차이를 보이는데 결국 3단의 위치를 4단과 5단 뒤에 둠으로써 6단과 연결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2단과 4단이 연결되고 또한 4단에 이어서 피승수의 크기 순서대로 5단이 
등장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곱셈구구에서 완전한 배수 형태의 연결은 2단→4단→8단, 그리고 3단→6단→9단으
로 이어지는 과정이겠으나, 유형Ⅱ는 중간 수준의 연결을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로 제
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2단과 4단의 연결을 8단까지 이어서 배치하기에는 
8단이 곱셈구구에서 차지하는 난이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 곧 
피승수인 8의 크기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앞에서 지도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7) 이에 초등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5단을 4단 다음에 배치한 
다음 다시 3단과 6단을 연결하고 있으며, 그 다음 곱셈구구 단인 6단부터 9단까지, 그
리고 1단과 0단을 차례대로 배열한 것은 3차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계속 유지되어온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유형Ⅰ에서처럼 2단부터 9단까지를 크기 순서대로 일렬로 배열
한 것과 비교해볼 때, 유형Ⅱ는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고려하고 2와 3의 배수 개념에 
근거해서 곱셈구구에서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5>를 살펴보면, 곱셈구구를 정의함과 동시에 ‘2의 
단 구구’를 정의한 다음 2단을 차례대로 제시한다. 그리고 다음 차시에서 4단을 학습
하기 전에 4단이 2단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3단은 과녁 맞추기 상황
을 제시하면서 3, 6, 7, 0의 단 곱셈구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3점의 개수에 따
라서 3단 곱셈구구를 먼저 유도하는데, 3점이 넷이면 얼마가 되는지 동수누가를 
통해서 3단의 구성 원리를 이해시킨 다음 3단 곱셈구구를 완성한다(김상근, 2008). 

한편 <그림6>은 2차 교과서에서 6단을 살펴본 것인데, (3)에서는 곱셈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덧셈과 뺄셈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6)부터 (7)까지는 승
수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며, (8)은 곱을 보면서 피승수
와 승수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9)에서는 6단에서 3단과 2단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는 등, 새롭게 학습하는 내용을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해
서 곱셈구구를 지도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7) 이는 마찬가지로 3단과 6단은 연결하되 9단까지는 연결해서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대만과 독일의 교과서는 피승수의 크기에 따라 각 단의 순서
를 결정하지 않고 각 단의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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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1차 교과서 3-1 p.25  

   

<그림6> 2차 교과서 3-1 pp.8-9

한편 외국의 교과서에서도 2단→4단→8단, 3단→6단으로 연결되는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만 교과서는 2단→5단→4단→8단→3단→6단→7단→9단의 순서로 곱셈구
구가 구성되어 있는데(유형Ⅱ-1), 2단과 4단 사이에 5단을 두고 있으나 2-上에서는 4
단과 8단을 연결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2-下에서는 3단과 6단을 연결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7> 대만 교과서 2-下 p.6  

   

<그림8> 대만 교과서 2-下 p.8

<그림7>은 한 차시 분량에 해당하는 활동1이 3단과 6단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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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①과 ②는 3단에, ③과 ④는 6단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서
에서 명시적으로 3단과 6단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없지만 <그림7>과 <그림8>에서 볼 
수 있듯이 3개로 표현되는 대상과 6개로 표현되는 대상을 같은 순서로 제시함으로써 
3단과 6단 사이의 관련성을 암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上에서 
4단과 8단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은 피승수가 8임에도 불구하고 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먼저 8단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독일 교과서는 2단→5단→10단→3단→6단→9단→4단→8단→7단의 순서로 제
시되는데(유형Ⅱ-2), 특히 각 단원 구성이 2단→5단→10단, 3단→6단→9단, 4단→8단
→7단으로 되어 있어서 각 단의 구성이 곱의 개념 및 배 개념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영옥(2013)이 분석한 독일의 Das Zahlenbuch 교과서를 
살펴보면, 1학년에서는 곱셈을 비형식적으로 다루고 2학년에서 곱셈을 본격적으로 다
루고 있다. <그림9>는 묶음과 넓이, 배열 모델 등에서 곱셈 과제를 찾아 반복되는 덧
셈식과의 관련성을 찾아서 곱셈식을 익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10>에서는 배열 
모델을 90도 회전하여 2×9와 9×2가 같다는 방식으로, 10×7과 7×10을 확인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법칙과 함께 앞서 배웠던 분배법칙 등을 이용해서 2, 5, 10을 
곱한 규칙을 다루면서 2단과 5단, 10단을 완성해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곱셈을 이용해서 한 번 더하기 또는 한 번 빼기와 같은 전략으로 곱셈구구 사이의 관
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3단, 6단, 9단에서와 4단, 8단, 7단
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곱셈구구의 지도에서 두 배 전략, 교환법칙과 분배법칙을 
비롯하여 한 번 더하기 전략, 한 번 빼기 전략 등을 이용하여 먼저 배운 곱셈구구의 
단과 나중에 배우는 곱셈구구의 단 사이의 연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9> 독일 교과서 2학년 p.49 

   

<그림10> 독일 교과서 2학년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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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Ⅲ: 2단→5단→3단→4단→6단→7단→8단→9단→1단→0단

세 번째 유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이다. 1987년 고시된 5차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초등수학 교과
서가 현장에 도입된 것이 1989년이었으며 이때부터 시작하여 6차, 7차 교육과정을 거
치면서 유형Ⅲ의 순서에 따라 곱셈구구가 지도되었으며,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유형Ⅲ과 같은 형태로 곱셈구구가 지도되고 있다. 또 5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2학년 1학기에서는 묶어세기, 배, 곱셈식, 곱, 곱하기 등의 곱셈
의 기초를 다루고, 2학년 2학기에서 곱셈구구를 비롯하여 곱셈표, 곱셈의 활용 등이 
지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유형Ⅲ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차시 구
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6차 교과서에서는 2단, 5단→3단, 4
단→6단, 7단→8단, 9단→1단, 0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2007 개정 교육과정까
지는 <그림11>과 같이 중간에 2, 3, 4, 5단을 묶어서, 그리고 6, 7, 8, 9단을 묶어서 
각각 한 차시씩 들어가 있다. 그러나 곱셈구구의 각 단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2단에서는 2단만을, 4단에서는 4단만을, 6단에서는 6단만을 제시할 뿐, 4단에서 2
단을, 또는 6단에서 3단과 관련지어 앞서 보았던 유형Ⅱ와 같은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으며,8) 특히 독일 교과서와 비교해볼 때 다양한 곱셈구구의 전략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2단→5단→3단→4단→6단, 7단→8단, 9단
→1단→0단의 순서로 차시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2007 개정 교과서와 비교해볼 때 
특징은 <그림12>와 같이 각 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각 단의 곱셈구구표
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점인데, 두 배 전략, 한 번 더하기 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각 단에 제한되어 있어서 2개 이상의 곱셈구구의 단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5차부터 2009 개정 교과서까지 유형Ⅲ과 같은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가 고착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3차와 4차 교과서에서 제시된 유형Ⅰ에서 5단의 순서를 3단 앞으
로 옮기는 수준에서, 그리고 5단을 3단보다 먼저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 수준에
서 이해가 쉽다는 판단에서 유형Ⅲ이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우리나라 교육과
정에서는 유형Ⅲ의 곱셈구구 지도 순서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9) 

8) <그림11>에서 보듯이 2, 3, 4, 5단을 종합해서 다루고 있는 차시에서도 2단과 4단을 관
련지어 제시하기 보다는 각 단의 곱셈구구를 익히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민학교 교사용지도서 수학 2-2’(1995)는 4차 교과서와 비교해서 
2단, 5단이 먼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도상의 유의점에 ‘곱셈
구구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암기만을 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구성 원리를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 수준에서 5단의 도입과 구성 원리 지도가 보다 
수월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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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2007 개정 교과서 2-2 p.8

 

<그림12> 2009 개정 교과서 2-2 p.47

유형Ⅲ과 유사한 형태로 묶을 수 있지만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과서 유형들을 
외국의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할 때 2단과 5단의 위치를 바꾸어놓은 형태인 
5단→2단→3단→4단→6단→7단→8단→9단→1단→0단(유형Ⅲ-1)의 순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13>은 곱셈을 처음 정의하는 차시인데, 5단을 이용해서 곱셈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14>는 곱셈구구를 도입하는 차시인데, 이 경우도 5단과 2단을 한 차시로 
묶어 제시하는데 그 순서는 5단을 먼저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2단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5단이 먼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배종수(1999)의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그는 암기하는 재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을 폈다 쥐었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5단을 가장 먼저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단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과서와 동일한 순서로 곱셈구구가 지도되고 있다.

한편 홍콩은 2단과 5단을 학습한 이후 10단을 다루고 있다는 점10)과 1단과 0단의 
위치가 우리와 비교했을 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유형Ⅲ과 동일한 순서로 곱
셈구구를 지도하고 있다. 곧, 2단→5단→10단→3단→4단→6단→7단→8단→9단→0단→
1단(유형Ⅲ-2)의 순서로 곱셈구구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15>는 2단과 5단, 10단이 한 
차시에 지도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10단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림16>은 0단과 1단을 

10)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곱셈구구에서 10단을 다루지 않았으나,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서양 교과서와 그리고 홍콩 수학 교과서에서는 10단을 곱셈구구와 함께 다루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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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차시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둘의 순서는 의미 없다고 할 만큼 거의 
동시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 교과서에는 각 단의 곱셈구구 지도가 명확
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직접 모델링에 이어서 형식적 수준의 곱셈구구를 기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단의 곱셈구구 사이의 관련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11)

<그림13> 일본 교과서 2-下 p.6 

   

<그림14> 일본 교과서 2-下 p.13 

<그림15> 홍콩 교과서 2A p.29

   

<그림16> 홍콩 교과서 2A p.46

11) 정영옥(2013)은 곱셈구구에서의 곱셈 전략을 직접 모델링, 수 세기 수준, 구조화 수준, 
형식적 수준으로 구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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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형 Ⅲ-3으로 살펴볼 교과서는 핀란드의 초등수학 교과서이다. 핀란드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곱셈구구를 2단부터 시작하여 5단, 3단, 4단을 순서대로 지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0단과 1단을 먼저 다루고 있다. 그런 다음에 다시 6단
부터 시작하여 7단, 8단, 9단을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곧, 유형Ⅲ-3은 2단→5단→3단
→4단→0단, 1단→6단→7단→8단→9단과 같으며, 0단과 1단이 다루어지는 대목을 살
펴보면 <그림17>과 같다. 그림에서 보면 2단과 5단이 먼저 나열된 다음 자연스럽게 
교환법칙을 사용해서 곱을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10, 5×10을 그리고 2×1, 
5×1, 0×2 등을 다루고 있다. 

핀란드 교과서의 곱셈구구 지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다(정영옥, 2013). 먼저 2학년에서 곱셈을 도입하나 곱셈구구가 완성되는 
시기는 3학년이다. 곱셈구구에 활용되는 곱셈전략은 교환법칙이 일찍 도입되며 두 배 
전략, 이등분 전략, 하나 더하기 전략, 하나 빼기 전략 등이 분배법칙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초반의 모델은 후반부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구조화 및 형식적 수준에서 위
의 전략들을 사용하여 곱셈구구를 지도한다. 핀란드 교과서의 특징적인 대목은 6, 7, 
8, 9단의 곱셈구구를 다룰 때 앞에서 다루었던 2, 5, 3, 4단과 교환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알게 하고, 각 단에서 적절한 전략들
을 이용해서 나머지 곱셈구구를 추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있다. <그림18>을 
통해 6단을 다루는 과정에서 2번~4번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2, 5, 3, 4단의 교환법칙에
서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런 다음 5번에서 6단의 새로운 곱셈구구를 제
시한 다음 6번~7번에서 6단 전체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7> 핀란드 교과서 3-1 p.6

   

<그림18> 핀란드 교과서 3-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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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형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유형과 구분되는 기타 유형으로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수학 
교과서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두 나라의 곱셈구구 지도에 있어서 그 순서와 특징적인 
면은 각각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2단→5단→10단→0단→1단→3단, 4단, 6단, 7단, 8단, 9단의 순서로 제
시되어 있는데, 2학년에서 곱셈을 도입한 뒤 3학년에서 곱셈구구를 학습한다(정영옥, 
2013). 묶음을 비롯하여 넓이, 배열 등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주로 직선과 배열 
모델에서 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곱셈구구를 학습하기 위한 전략은 하나씩 세기, 뛰어 
세기, 덧셈 계산을 비롯하여 두 배 전략, 혼합 전략 등 직접 모델링에서부터 수 세기, 
구조화, 형식화 수준이 곱셈구구의 각 단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환법칙과 분배법
칙도 곱셈구구 초기에서부터 지도된다. 따라서 미국의 곱셈구구 지도 순서는 한 마디
로 2, 5, 10, 1, 0단을 기초로 나머지 단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곱셈구구표를 
완성하고 또한 다양한 상황과 모델을 통해 연습하게 함으로써 곱셈구구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곱셈구구의 지도에서 각 단의 순서가 명확
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 뺄셈과 함께 제시
되고 있으며, 다양한 곱셈의 상황과 모델이 곱셈 전략의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등
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그림19> 미국 교과서 3-1 p.72

   

<그림20> 미국 교과서 3-1 p.78

다음으로 네덜란드 교과서는 1단→2단→10단→5단→3단→4단→6단→9단→8단→7단
의 순서로 곱셈구구를 다루고 있다(정영옥, 2013). 2학년에서부터 곱셈을 도입하여 곱
셈적 비교 또는 데카르트 곱의 상황까지를 함께 제시하면서 묶음, 직선, 배열 모델을 
함께 배치하고 있다. 곱셈구구에서의 곱셈 전략은 뛰어 세기와 반복 덧셈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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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셈 초기에서부터 교환법칙과 분배법칙을 지도하면서 두 배 전략, 이등분 전략, 한 
번 더하기와 한 번 빼기 전략 등을 직선 모델을 통해 도식화하고 있다. 2학년에서 1, 
2, 10, 5, 3, 4단을 다루었다면, 3학년에서는 2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6, 9, 
8, 7단을 이미 배운 전략과 곱셈구구를 활용하여 구조화하고 형식화하고 있다.

<그림21> 네덜란드 교과서 B-2 p.9

   

<그림22> 네덜란드 교과서 C-1 p.95

5. 곱셈구구 지도 순서의 유형별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Ⅰ(2단→3단→4단→5단→6단→7단→8단→9단→1단→0단)은 2단부터 시작
하여 단계적으로 9단까지, 그리고 1단과 0단이 순서대로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 교
육과정에서는 3차와 4차 교과서에서, 그리고 외국의 교과서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 교
과서를 유형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중국의 교과서는 유사한 형태인데 이
들은 모두 곱셈구구의 각 단을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교과서의 경
우는 이미 알고 있는 곱셈구구의 단과 새롭게 학습하는 곱셈구구의 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곱셈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유형Ⅱ(2단→4단→5단→3단→6단→7단→8단→9단→1단→0단)는 2단과 4
단, 3단과 6단 사이의 연결을 고려한 것으로, 이와 같이 배수를 기본으로 하는 두 배 
전략이나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2단→4단→8단 또는 3단→6단→9단의 연결을 도모하
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1차와 2차 교과서에서, 그리
고 외국의 교과서에서는 대만과 독일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교과서는 이러한 배 개념을 전제로 한 연결이 다소 소극적으로 기술된 반면 독일의 교
과서에서는 2단→5단→10단을 하나의 단원으로 하고 다시 3단→6단→9단과 4단→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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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을 각각 한 단원으로 제시하여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완성하고 있다. 특히 곱
셈구구의 지도에서 교환법칙과 분배법칙을 비롯하여 두 배 전략, 한 번 더하기 전략, 
한 번 빼기 전략 등 먼저 배운 곱셈구구의 각 단이 이후에 배우는 곱셈구구와 적극적
으로 연결되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곱셈구구의 각 단에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동시에 유기적으로 추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Ⅲ(2단→5단→3단→4단→6단→7단→8단→9단→1단→0단)은 2단 다음에 
5단을 먼저 배우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유형Ⅱ와 동일하게 구성
된 것을 말한다. 유형Ⅲ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5차 이후 2009 개정 교과서까지 계
속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교과서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5단→2단), 
홍콩(5단→10단→3단), 그리고 핀란드(4단→0, 1단→6단)의 교과서가 유형Ⅲ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는 각 단이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곱셈구구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핀란드 교과서에서는 곱셈의 다양한 상황과 모델이 함께 제시되
고 있으며, 곱셈구구 역시 다양한 곱셈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각 단에서 
학습한 곱셈구구와 전략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곱셈구구를 추론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미국의 교과서는 2단→5단→10단→0단→1단→3단, 4단, 6단, 
7단, 8단, 9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덜란드 교과서는 1단→2단→10단→5단→3단→4단
→6단→9단→8단→7단의 순서로 곱셈구구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 교과서에
서 곱셈구구를 지도하는 방법 역시 초기에 교환법칙과 분배법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승수와 피승수를 자유롭게 다루고 있다. 또한 두 배 전략을 비롯하여 이등분 전
략, 한 번 더하기와 한 번 빼기 전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묶음과 배열, 넓
이, 직선 모델 등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다양하게 도식화하여 사용함으로써 곱셈 전략
의 수준 구분에서 직접 모델링에서부터 수 세기, 구조화, 형식화 수준이 다양하게 다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곱셈구구 지도 순서 
및 지도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먼저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학생들의 사고 수준 
및 곱셈적 사고를 고려하여 먼저 각 단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추론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먼저 2단과 5단을 제시했다면, 그 다음에서는 3단과 6단을 한 차시에서 다루거나 또
는 4단과 8단을 한 차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12) 이와 함께 곱셈구구의 지도 방법에서도 교환법칙을 곱셈구구 학습 이후에 별
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곱셈구구의 각 단에서 함께 지도함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곱셈

12) 배종수(1999)는 5단을 가장 먼저 지도하고 같은 형식이 있는 단끼리 연결하는 5단→2단
→4단→8단→3단→6단→9단→7단→1단→0단의 지도 순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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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를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곱셈구구에서 10단의 지도에 대
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곱셈구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
한 곱셈 전략으로 두 배 전략을 비롯하여 한 번 더하기, 한 번 빼기 전략 등을 활용하
여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알게 될 지식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
공함으로써 수학적 추론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우리나라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곱셈구구의 전체 내용을 2학년 2학기 2단원
에서 한꺼번에 지도하고 있다. 곱셈구구를 학습하는 과정은 암송을 기반으로 하는 곱
셈구구에서 출발하여 짧은 기간에 곱셈구구의 지도요소, 이를테면 각 단의 구성 원리
와 구성 방법을 비롯하여, 곱셈구구표, 교환법칙, 곱셈구구의 활용 등을 동시에 학습하
고 있다. 그러나 곱셈구구는 단순한 암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곱셈구구의 원리를 
학생들이 어떻게 추론하고 발견할 수 있는지 등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곱셈
구구에 대한 이해가 이후 초등수학에서 연산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초등수학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수준을 고려하여 곱셈구구의 지도 
요소를 차시별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
도 순서와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앞서 서론에서 밝힌 본 연구의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 초등수학에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9 개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초등수학에서 2학년 2학기 2단
원에서 곱셈구구가 지도되고 있다. 이처럼 한 학년, 한 학기, 한 단원에서 곱셈구구를 
지도하는 경우는 중국(2학년 1학기)을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비교했던 외국의 교과서
와 차이를 보인다. 즉, 일본의 경우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 싱가포르는 2학년 
1학기부처 3학년 1학기 등 몇 개 학년과 몇 개 학기를 거치면서 곱셈구구를 지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는 2단에서 출발하여 5단→3단→4단→
6단→7단→8단→9단→1단→0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도 순서가 고착된 것은 1987년 고시된 5차 교육과정이후로 이 때 제작된 1989년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부터이며, 이 지도 순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30년 가까
이 충분한 재검토 없이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교육대학교에서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시간에서 비
롯되었는데, 수와 연산 영역에서 곱셈 연산의 기초가 되는 곱셈 상황, 곱셈 모델과 곱
셈 개념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곱셈의 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곱셈구구의 구성 원
리를 비롯하여 지도 순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곧, 초등
예비교사에게도 곱셈구구는 그것을 학습하기 이전부터 암송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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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곱셈구구의 암송 못지 않게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비롯하여 그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곱셈구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김상근
(2008), 정영옥(2013), 김현(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곱셈구구 가운데 곱셈구구
의 지도 순서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초등수학 교과서의 종적·횡적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종적 비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
서를 중심으로 한다. 1차 교과서에서부터 2009 개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총 9종의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곱셈구구의 지도순서를 살펴보고, 이것을 크게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했다. 그런 다음 외국 교과서와의 횡적 비교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교과서는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하여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미
국,  홍콩,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9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두 18개의 
초등수학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나타난 곱셈구구 지도 순서의 특징을 비롯
하여 곱셈구구를 지도하는 방법 등에서 주목할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교수학에서 수학 교과서는 고등수학과는 구분되는 동시에 변형된 지식을 담고 있
는 전형이며,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수학적 변환의 
원형이다. 본 연구에서 곱셈구구의 지도 순서를 수학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것은 이와 
같은 교과서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곱셈을 학습하는 것은 한 
단위와의 연산에서 합성 단위와의 연산으로 그 차원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곱셈의 기초(2학년 1학기 6단원)에서 이러한 곱셈 개념을 다루었다
면 곱셈구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연산 알고리즘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기초가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곱셈구구 지도에서 전제로 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곱셈구
구의 각 단 사이의 연결성 및 곱셈구구표 안에서의 연결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교과서
는 모든 단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지도하기보다 교환법칙, 분배법칙을 처음부터 다루
면서 이미 학습한 곱셈구구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다양한 전략
을 이용해서 추론하면서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곱셈
구구의 지도 순서는 초등수학에서 곱셈의 교수학적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우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수학적 연결성은 곱셈구구의 각 단의 연결과 함께 
학생들이 단순히 곱셈구구를 암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곱셈적 사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게 하며 이와 함께 곱셈구구를 구조화하고 형식화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
면서 곱셈구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 개발에서부터 곱
셈구구의 지도 순서와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곱셈구구 단
원 전반에서 그 내용과 차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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