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C <初等數學敎育> J. Korea Soc. Math. Ed. Ser. C:

https://doi.org/10.7468/jksmec.2017.20.1.1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7. 1. 제 20권, 제 1호, 1-18 Jan. 2017, Vol. 20, No. 1, 1-18

1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어림 전략을 통한 길이 어림 분석1)

이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 민 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현 2009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2학

년 수학 교과에 미비하게 다루어져있는 어림 측정 영역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와 어림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림 측정

내용을 세 가지 어림 전략을 투입하여 어림을 강화한 수

업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수업한 후 학생들의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가 길이 어림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어림의 의미를 정

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오차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림 전략을 활용

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도 향상

되었다.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 2009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2학

년 수학 교과에서 미비하게 다루어져있는 (김잔디, 2009)

어림 측정 영역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와 어림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측정 영역의

실용성을 학생들이 깨닫고 생활 속에서 유의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도서 상에는 학생들에게 측정값 어림하기 활동

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어림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림을 많이 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되

어 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과서는 어림

활동의 비중이 적다. 따라서 어림 측정 학습의 비중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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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제1저자의 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재수정한 것임.

의미하게 늘려 학생들의 어림 능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초등학생들의 어림 측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을 보면 대체로 학생들의 어림 측정 전략에 관한 분석(김

잔디, 2009; 박승주, 2007; 양리나, 2003 등)이나 학생들의

양감 및 어림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 연구(권점례, 1998;

김재현, 1999; 김홍구, 1999; 장미라, 2003 등)이다.

이 연구들은 현 교육과정의 어림 측정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

결할 수 있을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거의 시도되지 않

았다고 보인다. 학생들의 측정 감각과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어림 측정의

기회를 준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어림

전략을 제시할 때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

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어림 학습의 비중

을 늘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어림 전략을 인지하며

어림 측정할 기회를 주고 그 변화를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림 전략을 다양화한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길이 어림 개념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

1-1. 길이 어림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변화하였는가?

1-2. 어림 전략에 대한 이해는 변화하였는가?

2) 어림 전략을 다양화한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길이 어림 활용 능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1. 어림의 정확도는 변화하였는가?

2-2. 어림 전략의 활용은 변화하였는가?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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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감각은 과제에 대한 적절한 단위(unit) 지식,

측정에 대한 지식, 측정할 때와 어림할 때를 구별하는

결정능력, 어림하는 전략에 대한 지식을 모두 아우른

다. 이러한 측정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 Shaw와

Cliatt(1989)는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천

위주의 포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말과

문자로 측정 활동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수학

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맥락을 함께 한다. 셋째,

비교, 어림 한 후에 측정을 하는 것이다. 실제 측정을

하기 전에 어림을 해보는 활동은 측정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이끌고 정확성을 높인다(남승인 외, 2004). 넷

째, 자신만의 측정도구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측정에 대한 과제로 가정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한다고 한다. 이는 학교 장면 이외의 생활 속

에서도 계속해서 측정을 하면서 수학의 실용성을 깨닫

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반복을 통한 측정 감각의 향

상에도 도움이 된다.

1. 측정 교육

1) 측정 교육의 필요성

수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수학 교육의 이유는 크

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실용적 가치이다. 수학이

단순히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이 활

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수학은 과학, 사회

등의 다른 과목들의 기반이 되어주며 돈 계산, 표 읽

기, 그래프 분석하기, 길이재기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

게 해준다. 둘째는 도야적 가치이다. 이는 수학을 학습

하며 창의력, 비판력, 종합적 사고력 등 다양한 정신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우

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로 수학의 실용

적 가치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셋째는 심미적 가치

이다. 학생들에게 수학자가 심미적 가치를 느끼는 공

식의 적용 등의 부분에서 같은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황금비, 프렉탈 등의 기하, 규칙성 부분

에서는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마지막

은 문화적 가치이다. 이는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

학에는 그만큼 전달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후대에

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다(강문봉, 강흥규, 권석일,

김수미, 남진영, 박교식 외, 2013). 이러한 4가지 가치

를 바탕으로 2009개정 수학 교육과정은 크게 수와 연

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5분야로 나누어

진다. 이 중 측정 영역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생활 속에서 수학의 4가지 가치를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Mathematics(2000)

에 따르면 ‘측정’이란 대상의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 영역을 교육할 때는 학생들이 측

정할만한 속성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속성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와 과정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핵

심이다. 이러한 측정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측정은 일상

생활에 여러 가지로 적용되어 수학의 유용성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측정은 다른 수학 내용을 학

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측정은 학교 교육

과정의 다른 분야와 관련될 수 있다. 넷째, 측정을 통

해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 측정 교육의 과정

측정 교육은 초등 수학 교육과정에서 측정 교육이

필요한 4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Wilson과 Osborne(1988)은 측정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활용하여 측정 연습을 자주 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함께 하나의 참조물(referents)을 만들

어 수 감각을 함께 기르기 위해 어림 기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측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측

정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해야하며 활

동 중에 얻은 아이디어와 개념을 발달시키고 다지기

위하여 토론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넷째, 측정 교육

활동을 계획할 때 측정 영역 전반을 염두에 두고 중요

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NCTM(2000)은 측정 과정에 기초한

전반적인 측정 수업 개요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2009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측정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처음 도입에서 측정 요소과 관련된 대상을 직관

적, 직접적, 참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속성

을 확인한다. 그 후 임의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내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표준 단위를 도입한다.

그 후 반복된 단위로 대상을 비교한다. 그리고 세기,

도구 이용하기, 공식 이용하기를 통해 단위의 수를 찾

고 단위를 기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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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영역에 관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교사의 인

식

측정 영역에 관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교사들의 인

식을 분석한 결과, 김택본(1997)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측정에 대한 개념 형성의 정확도와 측정 영

역에 대한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측정 요

소 중 길이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의 개념이 미비하다

고 하였으며 전반적인 어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윤현숙(2000)은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길이, 들

이, 무게에 관한 측정 감각을 분석한 결과 감각이 매

우 떨어진다고 하였다. 송미정(2004)은 학년이 올라가

측정 영역에 대한 학습이 지속될수록 개념 형성 및 단

위 이해가 떨어지고 단순히 공식을 이용하여 기계적으

로 문제 풀이를 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

였다. 이은호(2006)는 초등학교 6학년의 측정 감각과

측정 능력을 분석한 결과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제시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변해진, 신항

균(2009)은 측정 영역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가 매우

낮다고 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 연수와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

어 교사의 양감 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학생들

이 다양한 측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 자

료를 구비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교수 학습 자료와 평

가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

다.

2. 어림 측정

1) 어림 측정의 의미

측정 영역에서 일컫는 어림이란 측정도구 없이 하

는 측정을 의미한다. Reys 외(2011)는 측정 도구를 사

용하지 않고 측정값에 도달하는 것, 측정하지 않고 두

양을 비교하는 정신적인 과정을 어림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

는 어림하기를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이나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비교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한다. 어림 측정은 속성 및 대상의 이름이

붙어 있으나 측정값은 모르는 경우, 측정값은 알고 있

고 대상이 선택되는 경우의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두 가지 측정 활동은 모두 실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김잔디, 2009, 재인용).

2) 어림 측정의 필요성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는

어림하기의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학생

들에게 가르쳐야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드는데 설탕이 충분한지, 공을 20m 높이로

던질 수 있는지, 여행용 가방의 무게가 항공사에서 제

한한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지, 울타리의 길이가 약 얼

마나 될지 등 실생활에서 어림하기는 거의 매일 활용

되는 측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어림하기

가 실용적으로 활용되려면 학생들의 양감이 발달하여

어림한 값이 실제 측정값과 비슷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학교에서 어림하기 활동과 측정 도구를 활용한

측정 활동을 병행하여 양감을 충분히 길러야할 필요성

이 있다.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수학 교과교육 프로그

램 개발(남승인 외, 2004)에 따르면 어림 측정은 필요

성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어림 측정은 학생들이 측정의 속성과 측정 과

정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만약 학생들이 책상의 높이

를 자신의 연필로 어림해야한다면 학생들은 길이가 무

엇인지 알아야하며 책상의 높이에 맞게 자신의 연필을

어떻게 연결해야할지 생각해야한다. 둘째, 측정활동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실제 측정 이전

에 미리 어림 활동을 한 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정확한 측정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셋째, 어림은 단위를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학생

들이 교실 문의 높이를 재기 전에 몇 m인지 어림하고

자 한다면, 1m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생각해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준점

(Benchmark)의 사용은 승법적인 추론을 촉진한다. 기

준 척도를 활용하면 몇 개가 필요할지 예상한 후 계산

을 통해 길이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어림 측정의 전략

Rey 외(2011) 또한 좋은 어림의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참조물 전략(references)으로 이는

벤치마크 전략과 유사하게 기준과 비교하여 어림하는

전략이다. 기준 척도는 개인적인 참조물로 자신이 길

이를 알고 있는 뼘, 손가락 길이, 한 걸음의 길이, 팔의



이 수 진ㆍ김 민 경4

길이 등이 될 수 있다. 교실의 폭을 잴 때 보폭을 이

용하여 그 길이를 어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

째, 덩어리 짓기(chunking)로 전체를 적절한 크기로 나

누어 알아보는 전략이다. 덩어리 짓기 전략에서는 전

체를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부분을 어림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원을 지나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를

어림하여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어림하는 것

이다. 마지막은 결합하기(unitizing)/단순화하기 전략으

로 전체를 같은 단위로 나누어서 크기를 어림하는 것

으로 한 부분으로 어림하고 전체에 몇 부분이 있는가

를 알아본다. 예를 들어 타일이 깔린 욕실 바닥의 가

로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우선 타일 하나의 가로

길이를 어림하고, 욕실 바닥에 타일이 몇 장 깔려 있

는지를 이용하여 전체바닥의 가로의 길이를 어림하는

전략이다(교육부, 2014).

4) 학생들의 어림 능력 향상을 위한 선행 연구

다음은 학생들의 측정 감각 및 양감 형성을 위한

연구이다. 학생들의 어림 능력과 양감을 길러주기 위

한 고민은 계속 되어왔다. 김홍구(1999)는 수학 교실에

서 학생들의 양감을 육성해주기 위한 지도 방법을 모

색하는 연구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어림 및 실

측을 하여 해결하고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어림 측정을 포함한 측정 영역 전반

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참조물 전략, 덩어리 짓기, 결합하기의 3가지

전략 중 참조물 전략인 벤치마크 기법을 활용한 수업

을 연구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리나(2003)

는 벤치마크 기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측정 영

역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투입하였다. 기존의 교과

보다 활동적이고 실생활과 연관된 수업의 구성으로 학

생들은 수학을 재미있고 생활하는데 유용한 과목이라

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어림 능력도 향상되었

다. 이 연구를 통해 양리나(2003)은 참조물 전략인 벤

치마크 기법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심화된 측정

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김잔디(2009)는 어

림 전략을 다양화한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2학년 학생

들에게 투입하였다. 교육과정상에는 참조물 전략을 활

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인 반면 이 연구에서는 참조물

전략, 덩어리 짓기, 결합하기가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효율적인 어림 전략을 생각하고

이를 수학일지를 통해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

반적인 차시 구성에서는 학생들이 어림 측정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비중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거의 비슷하

였다. 그 결과 모든 차시 학습을 마친 후 어림 전략을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림 전략에 대한 학습이

덜 이루어져 눈짐작을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따

라서 학생들이 어림 전략을 학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3. 수학적 의사소통과 수학적 글쓰기

1) 수학적 의사소통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사전적 정의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한

종류인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타

인과 소통하는 것이다. 수학적 언어란 용어, 기호, 부

호, 그림 등 수학의 개념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수학과 관련된 문장

까지도 수학적 언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수

학적 언어는 수학의 특성인 형식성, 특수성, 추상성, 논

리성, 계통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장순희, 2002).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수학적 의사소통이란 학생 자신,

교사와 학생, 학생들끼리 수학에 관련한 자신의 생각,

정보, 느낌, 수학 기호 등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해

읽고, 쓰고,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활동과 그 과정이다

(이종희 외, 1998).

NCTM(2007)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에 따

르면 학생들이 수학을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하다보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다른 친구를 설득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보다 나은 수학적 이해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

들은 수학의 답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기호로 표현하고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

생들이 수학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사소통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단계적

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학생

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교사에게도 의미가 있다. 학생들

의 의사소통 과정과 결과를 통해 새로운 수학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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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

념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메

타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수학 활동을 반성하는 것과

도 연관이 되는데 이처럼 반성과 의사소통은 서로 반

복되는 관계이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모두가 수업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여 집중도 높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

다. 이러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는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

록 지도해야한다. 학생들에게 수학적 활동을 말과 글

로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그 결과를 다른 사

람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

생들은 수학을 표현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명

확히 함과 동시에 반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이 수학을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게 된다. 이러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학생들의

수학적인 힘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2) 수학적 글쓰기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그 중 초등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의미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말하기와 생각을 전달하기 위

한 쓰기의 두 부분으로 강조한다. 말하기와 쓰기 중에

서는 말하기가 기호적 표현인 쓰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 학생들은 학생들 간의 말하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또래와 교사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화 내용을 토대로 이해 정도

를 파악하고 알맞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쓰기

전략은 학생들의 생각을 더 깊게 하거나 명료하게 하

는데 도움을 준다. 완벽한 문장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

는 학생들은 글 대신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빈 칸을

채우는 활동 등으로 대체하여 수준에 알맞은 쓰기 활

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

의 사고를 통합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쓴 것을

다시 읽으며 사고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쓰기를 통한 의

사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사

의 안내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박현숙(2012)에 따르면 수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수학 용어 및 기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

게 해준다. 수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쓰기 활동은 다양

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종희, 김선희(2002)는 크게

교류적인 쓰기와 표현적인 쓰기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

여 세분화하였다. 교류적인 쓰기 활동이란 필자가 타

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따라서 교

류적인 수학 쓰기 활동에서 학습자는 독자에게 수학적

정보를 주고 설득한다. 이에 비해 표현적인 쓰기는 학

습자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활동이다. 이는 주제에 대

한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스스로

의 사고 과정을 서술하여 명확히 하도록 의도된 쓰기

활동이다.

4. 2009개정 교육과정 2학년 측정 영역 분석

어림 전략을 다양화한 측정 수업을 구성하기 위하

여 기존 2009개정 교육과정 2학년 수학 교과서에 제시

되어 있는 측정 영역을 분석하였다. 2학년 1학기에는

총 6개의 단원 중 4번째 단원에서 길이재기 단원이 있

고, 2학년 2학기에는 총 6개의 단원 중 3번째 단원에

서 길이재기가 다뤄졌다. 두 단원은 총 22차시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이는 NCTM(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

정 과정에 기초한 수업 개요와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

어 있다. 1학기에는 직접 비교, 간접 비교를 거쳐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cm(센티미터)를 도입한다. 그

리고 이와 연계하여 2학기에는 cm(센티미터)만으로는

불편한 상황을 제시하여 m(미터)를 도입한다. 총 22차

시를 분석해보았을 때 어림 측정이 차지하는 부분은 1

학기 2차시, 2학기 4차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림 측

정은 참조물을 활용한 어림 전략 위주로 교과서에 소

개되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어림 상황들을

대비하기에는 부족하였다.

2학년 1학기 4단원 길이재기는 NCTM(2000)에서

제시한 측정 영역 개요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측정을

배워야하는 이유를 직접 깨닫게 하고 스스로 표준 단

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리고 자를 처음 도입하여 길이를 재는 활동을 하게 된

다. 자를 도입한 후 어림을 하는 활동이 이어지며 어

림한 값을 자로 재어 직접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 학생들은 1cm의 길이를 이미지화하여 주어진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게 된다. 이는 기준이 되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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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몇 번 들어가는지 세어보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어림

전략 중 참조물 전략에 해당한다. 하지만 2학기 측정

영역 학습 전 사전 검사를 한 결과 어림을 단순한 눈

짐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2학년 2학기 3단원 길이재기에서는 1학기에 도입하

였던 cm(센티미터)에 이어 m(미터) 단위를 도입한다.

학생들이 m(미터) 단위에 대한 양감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림을 하고 실재로 확인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1

차시에서 단원 도입을 하며 cm보다 큰 단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2차시에 1m의 개념이 제시된다.

그리고 3차시에서 1m에 대한 양감을 기를 수 있도록

교실에서 약 1m인 물건과 약 2m인 물건을 찾아보게

하고 실재로 길이를 재어 확인하게 한다. 그 후 4~5차

시에서는 ‘몇m 몇 cm’를 활용한 덧셈, 뺄셈 연산 연습

이 이루어진다. 연산 연습은 주어진 길이를 단순히 더

하고 뺄 뿐 어림 측정과 관련된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

다. 그 후 6~7차시 수업에서는 몸의 일부를 이용하여

5m를 어림 측정을 하고 자를 이용하여 실재로 측정을

한 후 비교하게 한다. 그 후에 교실 밖에서 다양한 길

이의 측정을 하게 되며 이 때 친구들과 서로 어림한

방법을 이야기하게 된다. 교과서 상에서는 다양한 측

정의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처럼 발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 때 1m의 길이를 이미지화하게 한

후 1m쯤 되어 보이는 물건을 찾게 하는 방법을 활용

한다. 신체 부분을 이용하여 어림을 한 후에는 학생들

에게 다양한 어림 전략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어림을

하도록 제시되는데 계속해서 눈어림과 불완전한 참조

물 전략만을 연습한 후에 주어지는 과제이기에 학생들

이 상황에 알맞은 어림 전략을 이끌어내기는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림 전략을 체계적으로 가

르치고 그 전략을 실생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느꼈다. 2학년 측정 영역을 분

석한 결과 학생들이 어림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오개

념을 지도하는데 어림 전략들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강조하여 재구성한 수업의 적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Y초등학교의 2학년 1개 반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Y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

님 중 맞벌이인 경우는 약 55% 정도이고 거의 모든

아동들이 학원, 학습지 수업, 방과 후 교실 등에 참여

한다. 학년 초에 시행한 수학 진단 평가의 결과 연구

대상 18명 중 학습 부진 아동은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

에 비해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이 2명 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2009개정 수학 교육과정에서 미

비하게 다루어져 있는 어림 측정 부분을 강화하여 학

생들의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와 어림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2학년 2학기 교육과정

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 단원을 분석한 후 어림 활동의

양과 어림 전략을 추가하여 어림을 강화한 수업을 재

구성하였다. 수업의 재구성은 사전 검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림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차시 수업 후 학생들의 결과물과 반응을 분석한 후 적

절한 단계별 수업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하였다. 다음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어림을

강화한 수업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2학년 2학기 4단원 길이 재

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림 전략 중 참조물 전략, 덩

어리 짓기, 단위화하기를 1~2차시 수업에서 모두 사용

을 해보고 각각의 전략에 학생들이 스스로 어울리는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쉽게 기억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참조물

전략을 ‘도움닫기’, 덩어리 짓기를 ‘부분 더하기’, 결합

하기를 ‘조각끼리’로 정하고 여러 어림 측정 전략이 있

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

여 다양한 길이를 어림해본 후 직접 측정하여 확인하

는 활동을 통해 1m에 대한 양감을 충분히 길렀다. 그

리고 1m가 100cm임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후에 이어

지는 3차시 수업에서 m에 대한 양감을 다시 한 번 익

힌 후 몇m 몇cm를 측정한 후 몇m 몇cm를 몇cm로

환산하는 활동과 그 역으로 환산하는 활동을 하였다.

4차시수업에서는 10cm씩 연결하며 남은 부분을 어림

하여 1m 어림하기, 물건 연결하여 1m 만들기 등의 활

동을 통해 1m를 어림하는 활동들을 하였다. 그리고

5~8차시 길이의 덧셈과 뺄셈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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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주제
현행 수업 요소 재구성한 수업 요소

적용한 어림 전략

A B C 비고

1,2
1m

도입

-m의 필요성 느끼기

-100cm=1m 임을

알기

-m의 필요성 느끼기

-100cm=1m 임을 알기

-참조물 전략(A), 결합하기 (B),

덩어리 짓기(C) 각각의 방법 이름

붙이rl / 수학 일지 쓰기

○ ○ ○

3
단위

환산

-몇 m 몇 cm로

환산하기

-어림 방법 활용하기

-몇 m 몇 cm로 환산하기/

수학 일지 쓰기

○ ○ ○

4

1m

양감

기르기

-m에 대한 양감

기르기

- A, B, C 방법을 활용하여 1m에

대한 양감 기르기
○ ○ ○

5,6
길이의

합

- 주어진 길이의

합 계산하기

-구체물의 길이를 A,B,C의 방법을

활용하여 어림한 후 어림한 길이의

합 계산하기

-구체물의 길이를 직접 측정한 후

측정한 길이의 합 계산하기

-수학 일지 쓰기

○ ○

7,8
길이의

차

- 주어진 길이의 차

계산하기

-구체물의 길이를 A,B,C의 방법을

활용하여 어림한 후 어림한 길이의

차 계산하기

-구체물의 길이를 직접 측정한 후

측정한 길이의 차 계산하기

-수학 일지 쓰기

○ ○

9,

10

길이

어림

-내 몸의 일부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 어림한 후

비교하기

-교실 밖에 있는

물건의 길이 어림

및 비교하기

-여러 가지 물건의 종류에 따라

A,B,C의 어림 전략 중 가장 적절한

어림 전략 선택하여 어림하기

-어림한 결과와 실측한 결과

비교하기

-어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

토의하기/ 수학 일지 쓰기

○ ○ ○

11
단원

정리

-문제 풀이를 통해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문제 풀이를 통해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어림 측정

전략을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야기하기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알맞은 어림 측정 전략을

알려주는 편지 쓰기

○ ○ ○

[표 1] 단원 전개 계획
[Table 1] Teach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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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소

도구 방법 시기

의미,
필요성

사전/사후
검사

학생들의
답변

유형화 및
분류

수업요소
재구성 전/후

어림
전략

수업 장면
녹화물

에피소드
분석

수업 중

수학 일지
서술 결과
비교 분석

1-2, 9-10차시
수업 후

[표 2] 길이 어림 개념에 대한 이해 분석

[Table 2] Summary of analysis for understanding

about concept of measurement estimation

림 전략들을 활용하여 먼저 주어진 길이를 어림해 본

후 각각의 어림 결과를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하고, 실

재 측정한 길이를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하였다. 기존

의 교육과정에서는 길이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재구성한 수업에서는 어림과 계산 모

두에 중점을 두었다. 교과서에 주어진 길이를 계산할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끼리의 덧셈이 되지만, 참조물을

이용한 어림, 덩어리 짓기, 단위화하기 등의 전략을 활

용하여 어림을 하면 각각의 단위들을 더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계산보다 다양한

순서의 계산을 하였다. 길이의 연산 후 9차시에서는

교실 내부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어림 측정을 해보고 실재 측정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보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차시에서는 교실 밖

운동장에서 3가지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길이를 어림

한 후 실측을 통해 길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설계에서 중점을 둔 것은 첫째, 매 차시 어

림 활동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림의 비중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속적

인 어림 측정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변화를 주었다.

둘째, 세 가지 어림 전략에 각각 이름을 붙여 학생들

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적인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후에 실생활과 수학을 연관시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매 차시 수업을 할 때마다 자신

이 하고 있는 활동을 적절한 수학 용어를 사용하여 말

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림한 결과를 말과

글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전략을 어떻게 사용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사용한 전략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림 전략을 다양화하는 수업의 의미

를 부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어림 활

동과 자신의 어림 활동을 비교해보면서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서로 어림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말과 글로 표현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각각의 수업을 기존의 교육과

정과 달리 연 차시로 재구성한 이유는 매 시간 학생들

이 직접 어림 활동을 한 후 실제 측정을 통해 확인하

는 절차를 넣기 위해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들의 어림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기 위하여

매 차시 어림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반복하여 어림

하는 활동을 해보고 스스로 하고 있는 어림 방법을 인

지하고 자기 평가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재구성한 단원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3. 연구 도구

1)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는 어림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어림 전략에 대한 이해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

후 평가의 결과를 분석을 통해 어림을 강화하여 재구

성한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길이 어림의 정의 및 필요

성 대한 이해의 변화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수학 일지

를 비교하여 어림 전략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 관련 학생들의 어림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도구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수학 일지 비교를 통해 어림 전략의

이해를 분석할 때는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2001)가

개발한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평가 기준 중에서 초등

수학에서 중시하는 생각 전달 촉진을 위한 쓰기에 중

점을 두었다.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2001)의 쓰기 의

사소통 능력 평가 기준의 범주 중 표현과 개념 설명

글쓰기와 이지영(2013)의 수학적 의사소통 중 쓰기 영

역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어림 전략 설명

글쓰기를 분석하기 위해 만든 평가 틀은 다음 [표 3]

과 같다. 어림 전략에 대한 수업을 처음 받은 1,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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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세부 기준

5
어림 전략을 4가지 이상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글로 표현

4
어림 전략을 3가지 이상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글로 표현

3
어림 전략을 2가지 이상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글로 표현

2
어림 전략을 1가지 이상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글로 표현

1
어림 전략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함

0 무응답

[표 3] 수학 일지 중 어림 전략 설명 분석

[Table 3] Analysis criteria for explanation of

estimation strategies in mathematics journal

세부
요소

도구 방법 시기

어림의
정확도

사전/사후
검사

참값과
근사값의 오차
비교 분석

수업요소
재구성 전/후

어림
전략의
활용

사전/사후
검사

서술 결과
비교 분석

수업요소
재구성 전/후

수업
장면
녹화물

에피소드 분석 수업 중

수학
일지

서술 결과
비교 분석

3-4, 5-6,
7-8차시
수업

[표 4] 길이 어림 활용 능력 분석

[Table 4] Summary of analysis for usage of

measurement estimation

에 작성한 어림 전략을 설명하는 수학일지와 모든 차

시가 끝난 후 9,10차시에 작성한 어림 전략 설명을 비

교하기 위해 어림 전략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 전

략들을 조합하여 설명하는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2001)가

제안한 의사소통 평가기준의 한계점은 0~3점의 평가

기준이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어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

를 추가하여 유연하게 활용하여 한계점을 극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참고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한 어림 전략의 개수에 따른

0~5점 수준의 평가 기준을 활용하였다. 쓰기 영역의

평가 범주 중 표현과 개념 설명 글쓰기의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어림 전략에 대한 설명을 정확한 수학 용어

와 일상 언어를 활용하는 것과 논리적이고 명확한지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에게 직접 교수하는 어림 전략 방법은 참조물 전략,

결합하기, 덩어리 짓기 등 3가지인데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4가지 이상의 어림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높은 점수로 두었다.

2) 길이 어림 능력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어림 능력이란 측정 도구 없

이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측정치에 도달하는 측정 능

력이다. 따라서 길이 어림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

들의 어림 정확도와 어림 전략의 활용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도

구는 다음 [표 4]와 같다.

어림의 정확도의 변화는 사전/ 사후 검사에서 직접

어림한 값을 쓰는 문제를 통해 수업 요소를 재구성한

교육과정 투입 전, 후에 측정 활동을 한 결과 사전 평

가에 비해 근사 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림 전략의 활용은 3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사전/사후 검사에서

학생들이 어림 측정을 하며 사용한 어림 전략들을 비

교하였다. 그리고 수업 장면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

림 전략 활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전/ 사후

검사 이외에 3-4차시, 5-6차시, 7-8차시 수업 후 작성

한 수학 일지에 나타난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어림 상

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수학일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각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자유 서술하는 형

식의 수학일지가 아닌 해당 차시에 맞는 문제를 제시

하는 형태로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수학 일지에 있는

문제에 서술형으로 대답하면서 그 날 배운 것을 되새

기고, 교사는 이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발

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어림 측정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서술하는 글쓰기를 분석하기 위

한 틀은 이지영(2013)의 의사소통 분석 영역 중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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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세부 기준

3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

2
문제와 어림 전략을 이해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불완전함

1
문제를 이해하였으나 어림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여 활용하지 못함

0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함

[표 5] 어림 전략 활용 분석

[Table 5] Analysis criteria for usage of measurement

estimation

문
항

측정
요소

사전검사 (N=18) 사후검사 (N=18)

1
어림의
정의

1. 자 없이
측정하는 것 (6)

자 없이
측정하는 것
(18)

2. 내 생각을 쓰는
것 (12)

2
어림의
필요성

1. 자가 없어서
(10)

1. 자가 없어서
(16)

2. 무응답 (2) 2. 편의를 위해
(2)3. 기타 (6)

[표 6] 학생들의 어림에 대한 인식 변화

[Table 6] Change of student’s understanding about

measurement estimation

영역의 분석 기준을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였

다. 이지영(2013)은 쓰기 영역을 표상, 표현, 설명의 세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표상은 문제를 해결할 때 관련

된 수학적 기호와 표현의 사용을 평가하고 표현은 수

학적 지식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설명은

타인이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를 분석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림 상황 해결

글쓰기를 분석하기 위해 표상, 표현, 설명 요소를 종합

하여 평가 기준을 재구성하였다. 다음의 [표 5]와 같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과 연계하

여 전달력 있는 글을 썼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점수

화하였다.

3) 사전/ 사후 검사 문항 구성

사전 능력 검사 문항의 구성은 검사 요소를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4문항), 길이 어림 능력(3문항) 등

총 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

요소는 어림의 의미, 어림의 필요성 인식, 어림 표기의

이해, 어림 방법에 관한 인식으로, 길이 어림 능력은

참조물 전략의 활용, 결합하기의 활용, 덩어리 짓기의

활용으로 이루어졌다.

사후 검사의 문항은 사전 검사에서 측정했던 학생

들의 어림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 문항과

새로운 문항을 함께 구성하였다. 길이 어림에 대한 이

해 요소는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길이 어림 능

력 요소에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

여 학생들이 상황에 알맞은 어림 전략을 정당한 이유

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어림 측정 전략 활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길이 어림 개념에 대한 이해 변화

1) 어림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변화

재구성한 수업을 도입하기 전과 후의 학생들의 어

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다음 [표 6]과 같다. 사전, 사후

검사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10차시의 수업 과정에

서 모두 자를 활용하지 않고 어림 측정을 하는 활동들

을 한 결과 어림 측정이 자를 사용하지 않고 길이를

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 변화가 보

인다. 그리고 자로 측정한 값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라는 답변을 통해 어림이 단순한 눈짐작과 자신의 생

각을 쓰는 것이 아닌 측정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림 방법을 제시하

며 어림을 설명하는 답변들을 통해 자신의 활용하고

있는 어림 방법들을 인지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수

업을 구성한 것이 추상적인 어림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학생 수)

재구성한 수업을 도입하기 전과 후의 학생들의 어

림 측정 표기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다음 [표 7]과

같다. 사전 검사의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어림 측정치를 표기하는 방법을 수업 과정에서 반복하

여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다. 매 차시 어림 측정 활동

이 포함된 수업을 마친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 어림

측정치에 ‘약’을 붙인다고 답한 학생은 14명이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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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측정 요소
사전검사
(N=18)

사후 검사
(N=18)

3

어림한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

1. ‘약’을
붙인다. (2)

1. ‘약’을
붙인다.(14)

2. 기타 (16) 2. 기타 (4)

[표 7] 어림 측정 표기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Table 7] Change of student’s understanding about

writing measurement estimation

머지 4명의 학생을 포함한 11명은 정확성의 차이에 대

하여 서술하였다. 사전 검사에서 정확성의 차이를 서

술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림 측정은 정확하지 않고

자로 잰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사후 검

사에서 학생들은 ‘어림은 안 정확할 수도 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등 어림 측정치도 정

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답변을 하였다. 이는 활

동 중에서 자신이 어림한 결과를 자로 측정하여 확인

하였을 때 정확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생각의 변화

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N=학생 수)

2) 어림 전략에 대한 이해 변화

학생들이 어림 전략을 다양화한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림 전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1-2차시 수

업과 9-10차시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작성한 수학

일지를 분석하였다. 수학 일지 분석은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2001)이 개발한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평가 기

준 중 쓰기 의사소통 평가 기준에서 표현 범주와 개념

설명의 글쓰기 범주의 기준을 참고 재구성하였다. 1,2

차시 수업을 마친 후 어림 방법을 글로 표현한 것과

9,10차시까지의 수업을 마친 후 어림 방법을 글로 표

현한 것 사이에는 2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변화

가 나타났다. 2명의 학생은 각각 평균 점수가 1점과 2

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여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점수가 1점인 학생은 평소 수학 학습 능력이 다

른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학생이다. 그리고 평균 점수

가 2점인 학생은 말로 표현할 때는 어림 전략 설명을

잘 하지만 이를 글로 나타내는데 끝까지 어려움을 표

현하였다. 이 학생들은 제외한 16명의 학생들은 평균

0.5점에서 4점까지의 변화를 보였다. 9,10차시 수학 일

지에서 5점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가 직접 교수하였던

3가지 전략 이외에 이들을 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하

는 방법을 설명한 학생들이다. 처음에는 3가지 전략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동

하면서 스스로 2가지 이상의 전략들을 조합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글로 표현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

다. 다음의 [표 8]은 재구성한 평가 분석 틀로 평가한

결과이다.

학생
1,2 차시 9,10차시 평균

점수
변화

채점자
1

채점자
2

평균
채점자
1

채점자
2

평균

1 3 1 2 5 5 5 +3

2 3 3 3 4 5 4.5 +1.5

3 2 3 2.5 4 3 3.5 +1

4 2 3 2.5 2 4 3 +0.5

5 2 2 2 4 3 3.5 +1.5

6 4 4 4 5 5 5 +1

7 1 1 1 2 3 2.5 +1.5

8 2 1 1.5 5 5 5 +3.5

9 1 1 1 1 1 1 0

10 2 2 2 5 5 5 +3

11 3 3 3 4 4 4 +1

12 3 3 3 4 5 4.5 +1.5

13 2 2 2 3 3 3 +1

14 2 2 2 4 1 2.5 +0.5

15 3 2 2.5 5 5 5 +2.5

16 1 1 1 5 5 5 +4

17 2 2 2 2 2 2 0

18 3 3 3 5 5 5 +2

[표 8] 어림 전략 개념 이해 분석

[Table 8] Result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measurement estimate strategies

2. 길이 어림 활용 능력의 변화

1) 어림 정확도의 변화

학생들의 어림 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3개

의 같은 어림 측정 문항에 대 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검사 반응을 비교하였다. 자신의 책상의 가로 길이를

측정, ㄱ에서 ㄴ을 거쳐 ㄷ까지의 길이 측정, 연결 큐

브 6개의 길이를 어림하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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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책상의 가로 길이 (cm) ㄱ~ㄷ 길이 (cm) 연결큐브 (cm)

사전 오차 사후 오차 사전 오차 사후 오차 사전 오차 사후 오차

1 30 -35 60 -5 X X 10 +3 8 -4 6 -6

2 43 -22 50 -10 7 0 5 -2 8 -4 9 -3

3 42 -23 40 -25 7 0 7 0 12 0 8 -4

4 45 -20 48 -17 7 0 7 0 8 -4 12 0

5 32 -33 40 -25 19 +12 4 -3 12 0 12 0

6 25 -40 62 -3 10 +3 9 +2 12 0 12 0

7 30 -35 58 -7 9 +2 9 +2 12 0 12 0

8 66 +1 54 -11 10 +3 9 +2 16 +4 12 0

9 7 -58 5 -60 X X 50 +43 6 -6 2 -10

10 50 -15 66 +1 8 +1 8 +1 12 0 12 0

11 75 +15 60 -5 X X 8 +1 18 +6 12 0

12 35 -30 60 -5 15 +8 8 +1 18 +6 12 0

13 60 -5 74 +9 10 +3 8 +1 24 +12 12 0

14 56 -9 21 -44 X X 8 +1 12 0 12 0

15 38 -27 52 -13 10 +3 7 0 8 -4 10 -2

16 45 -20 48 -17 7 0 8 +1 10 -2 12 0

17 53 -12 47 -18 X X 10 +3 12 0 12 0

18 X X 70 +5 6 -1 13 +6 6 -6 12 0

계 정확도 향상 : 12명 정확도 향상 : 10명 정확도 향상 : 9명

[표 9] 사전, 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어림의 정확도 변화

[Table 9] Change of students' measurement estimation accuracy

수준 기준 학생 번호 학생수

상
3문제 모두 어림의 정확도가 향상하거나

정확한 길이로 어림
4,5,6,7,10,11,12,15 8

중
3문제 중 2문제에서 어림의 정확도가
향상하거나 정확한 길이로 어림

1,2,8,13,14,16,17,18 8

하
3문제 중 1문제 이하에서 어림의 정확도가

향상하거나 정확한 길이로 어림
3,9 2

[표 10] 어림 정확도 향상에 관한 정도

[Table 10] Improvement of students' measurement estimation accuracy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림 능력 향상을

상, 중, 하의 3수준으로 나누었다. 상 수준은 3문제 모

두 어림의 정확도가 향상하거나 정확한 길이로 어림한

학생들이다. 중 수준은 3문제 중 2문제에서 어림의 정

확도가 향상하거나 정확한 길이로 어림한 학생들이며

하 수준은 3문제 중 1문제 이하에서 어림의 정확도가

향상하거나 정확한 길이로 어림한 학생들이다. 3수준

으로 학생들을 분류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3) 어림 전략의 활용

(1) 사전/ 사후 평가의 변화

학생들의 어림 전략 활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전에

학생들의 어림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아보기 위

해 사전 검사에서 알고 있는 어림 방법을 자유롭게 서

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신체 부위, 다른 물건 등을

활용하여 측정한다는 학생이 13명, 눈짐작 활용이 6명,

추측을 한다는 학생이 3명,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1명

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신체부위나 다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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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전 검사 (N=18) 사후 검사 (N=18)

A B C D A+B A+C A B C D A+B A+C

책상 가로 16 0 0 2 0 0 17 1 0 0 0 0

ㄱ~ㄷ 8 4 0 5 1 0 8 2 0 0 8 0

연결큐브 7 0 5 6 0 0 6 0 10 0 0 2
(A=참조물 전략, B=덩어리 짓기, C=결합하기, D=눈짐작)

[표 11] 상황에 따른 어림 전략 활용 변화

[Table 11] Change of using measurement estimation stategies due to situations

활용하는 방법은 어림 전략 중 참조물 전략과 비슷하

지만 참조물의 길이를 모르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완전

한 참조물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은 사전 검사

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림 방법에 대한 지식 중 일부

이다.

“자를 잘 생각해서 어림한다. 물건을 잘 살펴본다.”

“나뭇가지를 맞대서 재본다. 손가락 마디를 사용한다.

오랫동안 생각해본다.”

“신중히 생각해 본다. 뼘을 어림하고 그 뼘으로 재어봅

니다.”

“물건을 딱 보고 몇 센티미터인지 쓰는 것. 자기 생각

을 쓰는 것.”

어림 전략은 재구성한 수업에서 다룬 참조물 전략,

덩어리 짓기, 결합하기로 구분하였다. 어림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이전에 실시한 사전 검사 결과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참조물 전략을 활용

하거나 눈짐작으로 길이를 추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참조물 전략은 길이를

아는 물건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물의 길이도 눈짐작으로 추측하여 전략을

불완전하게 활용하였다. 반면 10차시의 어림 전략을

강화한 수업을 진행한 후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

어진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전, 사후 검사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림 전략을 학습한 후 어림

측정을 할 때 눈짐작을 하는 학생들이 없어졌다는 것

이다. 그리고 다른 물건으로 길이를 짐작하던 학생들

이 자신이 길이를 알고 있는 물건이나 신체 부위를 활

용하여 어림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덩어리 짓기, 결합하기 등 주어진 상황에서 더

편리하고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참조물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에서

어림 전략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림 전략을 활용하

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에 세 가지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고 어림 측정을 한 후 그 전략을

설명한 것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학생들을 어림 능력의 향상 정도에 따라 상, 중, 하

3 수준으로 구분하여 어림 전략 활용을 살펴보았을 때

각 수준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상

수준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어림 전략

을 정확하게 활용하였다. 참조물 전략을 활용할 때 각

참조물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여 오차가 가장

적었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한 어림 전략 활용 문제

도 실현 가능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중 수준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별로 적절한 어림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부정확하게 활용하

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림 전략을 활용하다가 조금

못 미치거나 남는 부분은 눈대중으로 대충 맞추는 등

불완전하게 전략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하 수준의

학생들은 어림 전략의 명칭은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2) 수업 과정 중의 변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 학생들은 어림 전략

활용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업 중에 꾸준

히 어림 활동을 하며 변화한 결과이다. 사전 검사에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림 전략들에 대한 질문을 하였

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완전한 참조물 전략을 사

용하거나 눈짐작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쓴다고 답하였

다. 학생들이 어림 전략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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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준

기준(7~8차시 수학
일지의 평균 상승 정도)

학생 번호
학생
수
(N)

상 2.5~3점으로 향상됨 4,6,7,8,11,15 6

중 2점으로 향샹됨
1,5,9,10,13,16
,17,18

8

하 0점으로 하락함 2,3,12,14 4

[표 14] 어림 전략 활용 정도

[Table 14] Usage of measurement estimation

strategies

고 판단하여 1,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참조물 전

략, 덩어리 짓기, 결합하기 등 3가지 어림 전략이 사용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어림 전략을 사용

하여 어림 측정을 하는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였다. 그 결과 참조물 전략

은 ‘도움닫기’, 덩어리 짓기는 ‘부분 더하기’, 결합하기

는 ‘조각끼리’라는 이름을 붙였고 모든 차시 수업에서

함께 붙인 이름을 활용하였다. 매 차시 자신이 어림하

고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였으며

학습지에도 어림 과정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학

생들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어림 전략을 익숙하게 활용

하였다. 1-2차시 수업에서 처음으로 3가지 어림 전략

을 접한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아 각어림 전략과 그 예

시를 연결시키는 것도 어려워하였다. 그리고 어림 전

략과 눈짐작을 혼용하였다. 3-4차시 수업에서는 주어

진 어림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동안 비교적 많이 활용

해왔던 어림 방법인 참조물 전략으로 주로 어림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참조물로 활용하는 물건을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물건을 활용하여 이전에는 불완

전하게 활용했던 참조물 전략을 점차 정확하게 활용하

게 되었다. 5-6차시 수업에서는 눈짐작으로 길이를 맞

추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었다. 3가지 어림 전략을 활

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7-8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점차 어림 문제 상황별로 가장 효율적인 어림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각 전략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

며 그 타당성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9-10차시에서 학생들은 3가지 어림 전략의 활용을 정

확하게 하고 더 나아가 3가지 전략을 2가지씩 서로 조

합하여 어림의 오차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각 차시

별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림 전략 활용 발전 과

정을 차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차시 어림 전략 활용 양상

1,2 어림 전략과 눈짐작 혼용

3,4
어림 상황과 관계없이 어림 전략 중 참조물
전략을 주로 활용

5,6 어림 활동 시 눈짐작을 혼용하지 않기 시작

7,8 선택한 어림 전략의 타당성 정당화

9,10 어림 전략들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표 12] 차시별 어림 전략 활용 발전 과정

[Table 12] Process of development using

measurement estimation strategies

(3) 수학 일지에서의 변화

학생들은 매 차시 수업이 끝난 후 수학 일지를 작성하

였다. 이 중 3-4차시, 5-6차시, 7-8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작성한 수학 일지에는 실생활과 연관된 어림 측정이 필요

한 상황을 주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서술하게 하였다. 대

부분의 수학 문제 해결은 논리적인 풀이과정을 쓰고 정확

한 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어림 전략의 활

용은 답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

한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는지의 여부로 점

수를 부여하였다. 다음 [표 13]은 3-4차시, 5-6차시, 7-8차

시 수업 후에 작성한 수학 일지를 점수화한 결과이다.

차시별로 학생들의 수학일지에서 나타난 어림 전략 활

용을 분석하였을 때 어림 전략 활용 능력이 3-4차시보다

발전하여 7-8차시의 평균 점수가 2.5~3점으로 향상한 학생

을 상 수준, 평균 2점인 학생을 2중 수준, 0점인 학생을 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표 14] 참조).

학생들의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3-4차시는 평균 1.47

점, 5-6차시는 평균 1.78점, 7-8차시는 평균 1.80점으로

어림 전략을 다양화한 수업이 진행될수록 문제를 이해하

고 적절한 어림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

이 많아지고 있다. 전체 학생들을 수학 일지 분석 점수에

의하여 3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수준별로 어림 전략을

활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었다.

길이 어림 전략을 다양화하고 이를 수학적 글쓰기를

통해 정리하는 수업을 도입한 결과 학생들은 어림의 개념

및 전략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실생

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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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4차시 5,6차시 7,8차시

채점자1 채점자2 평균 채점자1 채점자2 평균 채점자1 채점자2 평균

1 1 1 1 1 2 1.5 2 2 2

2 2 2 2 2 2 2 0 0 0

3 1 2 1.5 2 2 2 0 0 0

4 2 2 2 1 0 0.5 2 3 2.5

5 1 1 1 1 1 1 2 2 2

6 2 2 2 3 2 2.5 3 3 3

7 2 2 2 2 2 2 3 3 3

8 1 1 1 1 2 1.5 3 2 2.5

9 1 1 1 2 2 2 2 2 2

10 2 2 2 2 2 2 2 2 2

11 1 1 1 2 2 2 3 3 3

12 1 1 1 2 2 2 0 0 0

13 2 2 2 2 2 2 2 2 2

14 0 0 0 1 1 1 0 0 0

15 2 2 2 2 2 2 3 2 2.5

16 2 2 2 2 2 2 2 2 2

17 1 1 1 2 2 2 2 2 2

18 2 2 2 2 2 2 2 2 2

평균 1.39 1.5 1.47 1.78 1.78 1.78 1.83 1.78 1.80

[표 13] 수학 일지에 나타난 어림 전략 활용

[Table 13] Usage of measurement estimation strategies in mathematics journal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림 측정 내용을 세 가지 어림 전략을

투입하여 어림을 강화한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수업한 후 학생들의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가 길이 어림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림을 다양화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측정 영역에 흥미를 느끼면서 성취도도 높아지는 것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 중 측정 영역에 관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고학년

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측정에 대한 개념 형성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어

림 측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측정 영역이

미비한 주어진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측정 영역의

중요한 성취 기준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어림에 대한 양

감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학의 실용성

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이러한 성취 기준을 달성

하기에 미비한 어림 측면을 강화하여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저학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학년까지 연계하여 어림을 지속적으

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는 2009개정 지도서에서도 지

속적으로 어림을 가르쳐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하지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매 차시 학생들

의 이해도를 분석하여 후속 차시를 구성해야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관심과 역량

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림 영역을 강화할 수 있

는 다양한 지원 및 연수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가 학생들이 수학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있

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해

주면 학습 효과가 커진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

을 정리하도록 도운 장치는 교사의 발문과 수학 일지였

다. 어림 활동을 할 때 자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를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말과 글로 지속

적으로 표현하게 한 결과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요즘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많

은 문제 풀이를 하고 수학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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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과 노력만큼의 성과가 나타

나지 않아 실망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수학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응용하여 수학의 실

용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

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

이 양적으로 많은 문제 풀이를 하여 기계적인 학습을 하

게하기 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하는

과정을 인식하게 도와야한다.

셋째, 지도서에만 제시되어 있는 어림 전략들을 교과

서에 쉽게 풀어낼 필요가 있다. 지도서에는 어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제

시되어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타난 참조물 전략 이외에

결합하기와 덩어리 짓기 등의 어림 전략을 활용할 수 있

다고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들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지만 현실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내용만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의 어림 능력 제고를 위해 효과

적인 어림 전략들을 교과서에 쉽게 풀어내면 교사도 수업

에 활용하기 수월해질 것이다.

어림을 강화하여 재구성한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길이

어림에 대한 이해 및 길이 어림 능력의 향상을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급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재구성한 차시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정 영역을 수학의 한 단원에서만 다루고 끝내

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1학기에 측정에 대해 학습

한 학생들이다. 하지만 어림 측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고 있는 학생들이 없었으며 자로 길이를 정확히 재는 것

도 어려워했다. 이는 수학 교육과정 일부분으로 측정이

다루어지고 그 외에는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은

수학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

분이다. 따라서 수학 시간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어림 측

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개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서술형으로 답을 써야하는 활동들에서 어

려움을 나타낸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문제 유형

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표현해보기, 단어 나열하기 등 중간 과정을 제시해주었다.

점차 나아지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어렵지 않게 서술했던

학생들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났다. 따라서 처음부터 배움

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로는 2학년 측정 영

역에서 더 나아가 1~6학년 전반의 어림 측정 영역에서 어

림 전략을 다양화하여 적용하는 수업을 구성하면 좋을 것

이다. NCTM(2000)은 어림 측정을 전 학년에 걸쳐 지속

적으로 다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단원 내에서도 매

차시 반복적으로 어림 측정을 다루었을 때 학생들의 어림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 학년에 걸쳐 길이

뿐만 아니라 들이, 부피, 넓이 등의 영역에 대한 반복적인

어림 전략 활용 수업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어림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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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on the measurement, a part of the 
second grade math curriculum, for the improvement of the estimation capability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how are the estimation capabilities of the students 
who have taken lessons on the diversified estimation strategies? and (2) how are the mathematical 
writing capabilities of the students who have taken lessons on the diversified estimation strategies? 

The study using reconstructed lessons was conducted on 18 second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Results show that the students’ estimation capabilities and have improved. They 
started to use ‘about’ when writing estimation results, different from writing the accurate measurements. 
Measurement errors were gradually reduced, ending up with a student who could accurately estimate 
exactly 1m.   In addition, their estimation capabilities in using appropriate estimation strategy and 
writing skills describing the estimation strategy hav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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