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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시간에 대한 수학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한국, 일본, 호주, 미국, 핀란드를 중심으로 1)

한 채 린 (서울등촌초등학교 교사)

이 연구는 시간 관련 학습에서의 어려움 개선을 목적으

로 하는 시각과 시간에 대한 수학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 관련 내용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검토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고려

해야 할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한국, 일본, 호주, 미국, 핀

란드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시각과 시간 내용의 범주 및

학습 시기를 비교하고,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이

슈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교과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우리나라는 학교 수학에서 시각 및 시간 내용을 다른

나라보다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시간

관련 교수·학습 이슈별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개선 아

이디어들을 다른 나라 교과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

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과 시간 내용에 관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선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I. 서론

시간1)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수학교육 학계에

서 가장 적게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지만(Earnest &

Chandler, 2021; Smith Ⅲ & Barrett, 2017), 일부 시행

된 시간 학습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시

계를 읽거나 경과시간을 결정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일관되게 보고한다(예를 들어, Burny, Valcke, &

DeSoete, 2009; Earnest, 2017, 2019, 2021; Earn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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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시간(time) 내용을 특정

시점을 지칭하는 시각과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경과)시간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교육부, 2017b). 그러나

본 연구가 기반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영어로 기술

되었고, 영어에서는 시각과 경과시간을 구별않고 ‘time’이

라는 단어로 포괄하여 지칭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도

일반적인 맥락의 교수·학습 연구를 지칭할 때에는 시간이

라는 용어로 통칭하되, 교육과정 문서의 맥락에서는 시각

과 시간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Chandler, 2021; Earnest, Gonzales, & Plant, 2018;

Han, 2020; Kamii & Russell, 2012). 최근 10년 동안

실시된 이 연구들은 시간 학습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

로 수학과 교육과정을 지목한다. 시간 학습의 어려움

을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도

적인 문제- 시간 내용을 학습하는 시기나 그 접근 등-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Earnest 외

(2018)는 미국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시간과 관련된 핵

심 아이디어가 3학년 시기에 종료되지만 4학년 이상의

학생들도 여전히 시와 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Han(2020)은 한국 학생들이 경험

하는 상대시각 표현의 어려움이 수학과 교육과정의 부

적절한 내용 제시 순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

들이 경험하는 시간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제도적

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수

학 학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교육과정2)

이다. 교육과정은 국가 및 유관 교육기관이 학교 및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학년별로 정교화된 학습 목표들

을 공식화한 문서로(Schmidt et al, 2001), 수학교육에

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이들의 학

습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ys, B. Reys,

R. & Rubenstein,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간 관련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

하여 시각과 시간 학습에 관한 수학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수학교육 연구의 방대한 문헌에서 교육과정(curriculum)이

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Lloyd, Cai와 Tarr(2017)의 정의에 따라 문서화된 교육과정

자료와 교과서를 통칭하여 교육과정으로 지칭한다. 이 두

가지는 수학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가장 밀접하

게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Stein, Remillard, &

Smit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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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교육 연구의 하나인 교육과정 비교 연구는 특

정 교육과정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설명,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증거 찾기 등의 목적

을 갖는다(소경희, 2017). 이 비교는 자타 간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다른 것 혹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반

으로 자국 교육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자국과 외국

의 교육발전, 개선, 개혁, 또는 교육발전의 목적을 넘어

일반적인 원리 및 이론의 개발, 국제적 교육 문제 해

결 등에 초점이 있다(권오남 외, 2019; 소경희, 2017;

Trethewey, 1976). 본 연구 또한 의미 있는 타자와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시각과 시

간 학습 내용 분석만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한다.

수학교육 학계에서 교육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관

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Lloyd et al., 2017), 상

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시각과 시간 내용에 관해서는

교육과정 비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각

과 시간 관련 국가 간 교육과정 비교 연구는 일부 해

외 연구자들의 박사논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Burny

의 박사논문(2012)은 벨기에와 중국의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두 국가의 교육과정에

서 다루는 시각과 시간 내용의 범위는 비슷하지만 중

국이 동일한 내용을 더 이른 시기에 학습함을 보고하

였다. Thomas의 박사논문(2018)은 영어권 국가인 호

주,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시각과 시간 관련 내용 교

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네 국가의 교육과정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각과 시간 내용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국내에서도 조영미와 임선혜(2010)가 한국, 싱가포

르, 일본의 시각과 시간 지도에 대한 초등수학 교과서

를 비교하였으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

(교육부, 1997)에 따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

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변화의 폭이 비교

적 큰 편이므로(권오남 외, 2019), 현재 학생들의 시간

관련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연구의 결핍과 더불어 시기적으로도 2022 교육

과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교육부,

2021), 보다 개선된 교육과정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들

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여러 국가의 수학과 교

육과정에서 다루는 시각과 시간 관련 내용들을 우리나

라의 최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데에 고려

한 사항은 대륙별 안배, 국가별 수학 학업 성취도, 지

속적인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 노력 여부이다. 이에 따

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유럽 지역에서 각각

하나의 국가씩을 선정하여 일본, 호주, 미국, 핀란드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들 국가는 모두 2019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서 수학 성취도 순위 상위

15개국에 속하였으며(Mullis et al., 2020),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2015 TIMSS에 비해 2019 TIMSS

에서 수학 성취도 순위가 상승세에 있다(특히, 일본과

호주). 핀란드 역시 그간 TIMSS에 참여하지 않다가

처음 참여한 2019 TIMSS에서 14위를 기록하는 저력

을 보였으며, 북미나 여타 유럽에 비해 빠른 기간 내

에 교육 강국으로 성장한 핀란드의 교육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는다(윤은주, 2015). 한편 조사대상 국가들은

모두 최근 10년 이내에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을 실시

하였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하여(최해옥, 김병삼, 김석관, 2017)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교

육과정을 새롭게 수립하였다(文部科学省, 2017a, 2017b,

2017c). 수학교육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는 미국은 지난 2010년 국가 차원의 수학과 성취기준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CCSSM])을 마련하고, 수학적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Heck, Weiss, & Pasley, 2011), 호주 역시 2012년 처

음으로 주별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고시한 바 있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2012). 핀란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014년 국

가핵심 교육과정을 새롭게 공표하고(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수학과 교육과정을 내용

목표와 포괄적 역량 중심으로 개정하여 2016년부터 적

용하고 있다(나귀수 외, 2018).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

사대상 국가들은 대륙별로 안배되어 있고, 수학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국가 차원에서 수학교육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미국, 핀란드의 최신 수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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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간 학습 내용을 비교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

는 국가별 시각과 시간 내용의 범위 및 학습 시기, 그

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간 관련 교수·학

습 이슈들에 대한 교과서의 접근 사례를 비교의 초점

으로 삼는다.

Ⅱ. 선행 문헌 검토

1. 아동의 시간 개념 발달

다른 측정량에 대한 교수·학습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교수·학습 연구는 Piaget(1969)로부터 비롯되었

다(Smith Ⅲ & Barrett, 2017). Piaget는 그의 저서

「The Child’s Conception of Time」에서 아동의 시간

이해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1969).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과 경과시간을 구별하

는 능력에 따라 시간 개념의 발달 수준을 식별하는 그

의 시도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Acredolo, 1989; Siegler & Richards,

1979). 아동들은 일정하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

는 두 물체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한다면 흔히

더 멀리 간 물체의 운동 시간이 더 길다고 여기는데,

이는 거리라는 양으로부터 시간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Piaget(1969)는 전이 추론 능력과 단

위 반복을 통한 시간적인 양의 분리 능력이 시간 개념

발달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수학교육학계에서는

Long과 Kamii(2001)가 전이 추론과 단위 반복 능력이

시간 개념 발달의 구성요소라는 Piaget(1969)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국 초등학생들은 2학년 시기

까지 전이 추론 능력을, 6학년 시기에 시간 단위 반복

능력을 완성한다고 보고하였다. Kamii와 Russell(2010)

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서야 대상이나 사건을 시간

적인 틀 안에 놓고 시간의 선후관계를 논리-수학적으

로 추론해낼 수 있는 시간 조작 능력이 완성된다고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수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관련 교수·학습에 관

한 후속 연구들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2. 시간 개념의 교수·학습

수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관련 교수·학습 내

용은 크게 시각과 경과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은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방식(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계

에서 시각 읽기)에 관한 것이고, 경과시간은 어떤 사건

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아동의 시간 개념 발달

연구와 가장 구분되는 시간의 교수·학습 연구의 특징

은 시간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도구인 시계의 사용을

포함한다는 점이다(Smith Ⅲ & Barrett, 2017). 오늘날

거의 모든 수학 교실에서는 아날로그 시계 또는 디지

털 시계를 통해 시간을 배운다(Earnest, 2017). 표상하

는 도구를 통해 매개되는 시간 개념만의 특수성은 연

구자들이 수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학습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말해준다.

시각 학습은 절대시각 표현과 상대시각 표현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시각 표현은 주어진 시각을 눈금 그

대로 읽는 방식이고, 상대시각 표현은 참조시각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시각을 읽는 방식이다(Williams,

2004). 어떤 시계의 시침이 3과 4 사이에 있고 분침이

10을 가리킨다면 절대시각 표현으로는 ‘3시 50분’이 되

지만, 상대시각 표현으로는 ‘4시 10분 전’이 되는 것이

다. 상대시각 표현은 다시 참조시각과의 관계에 따라

미래 관계 표현과 과거 관계 표현으로 나뉘어진다. 미

래 관계 표현은 참조시각을 기준으로 미래의 시각을

표현하는 경우이고, 과거 관계 표현은 참조시각을 기

준으로 과거의 시각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참조시각은

주로 정각이 되는데, 영어권에서는 시계 눈금 12를 기

준으로 분침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after’ 또는 ‘past’

를 사용한 미래 관계의 상대시각 표현이, 왼쪽에 있을

때는 ‘before’ 또는 ‘to’를 사용한 과거 관계의 상대시각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

으로 과거 관계 표현만이 주로 사용된다(Han, 2020).

Williams(2012)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Williams,

2004)에서 수행했던 교실 관찰 연구들을 종합하여 절

대시각과 상대시각의 가상 학습 경로를 [그림 1]과 같

이 제시하였다. 그는 정각, 30분, 15분 단위의 시각에

대해서는 절대시각과 상대시각 표현을 함께 학습할 수

있지만, 5분 단위 및 1분 단위의 시각은 절대시각 표

현을 충분히 익힌 후에야 이에 대한 상대시각 표현을

학습할 준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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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날로그 시계에서 시각 읽기의 학습 경로

(Williams, 2012, p.229)

[Fig. 1] Progression of learning to read times on an

analog clock (Williams, 2012, p.229)

절대시각 표현에서 주로 보고되는 학생들의 오류는

분침보다는 시침의 부정확한 식별이다(Bruno,

Johnson, & Simon, 1988; Siegler & McGilly, 1989).

특히 3시 45분이나 4시 48분과 같이 분침이 시계판의

12에 가까울수록 시침 식별에서의 오류가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냈다(Bulton-Lewis, Wilss & Mutch, 1997;

Friedman & Laycock, 1989). Siegler와 McGilly(1989)

는 학생들이 시침 식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시각을

읽을 때에 기준 위치(주로 정각이나 30분)에서부터 5

분이나 1분씩 시계방향/반시계방향으로 세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Earnest 외(2018)는 아날로그

시계로 시각 나타내기 과제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숫자 매칭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사용하

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시간이라는 양적 대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의 본연의 기능과는 유리된 채 그저 아날로그 시계를

읽는 방법만을 절차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Earnest(2019)는 시간이라는 학습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초기 대수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인

양적 추론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날로

그 시계에 내포된 수직선 구조에서 특정 길이가 곧 시

간이 간격으로 구체화된 것임을 식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간 관련 연구가 희박하게 수행된 가운데에도 상

대시각 표현의 어려움은 적지 않은 수의 연구에서 지

속적으로 보고되었다(예를 들어, Bock et al., 2003;

Meeuwissen, Roelofs, & Levelt, 2004; Korvost,

Roelofs, & Levelt, 2007; Williams, 2004, 2012).

Korvost 외(2007)는 네덜란드어 사용자들이 시계를 보

고 절대시각으로 읽는 것보다 상대시각으로 읽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절대시각

과는 달리 상대시각 표현을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개

념적인 중재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Williams(2004, 2012)는 체화된 인지 이론(Lakoff &

Núñez, 2000)에 기반하여 미국 초등학생들이 상대시각

표현을 위해 시침과 분침에 서로 다른 이미지 스키마

를 참조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시침과 분침의

분절된 식별로 인해 학생들이 상대시각 표현에서 오류

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Han(2020)은 한국 학생들이 상대시각 표현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대시각을 읽는 이들의 고유한 방식에서 비

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특징적인 상대시각 읽

기 방식은 한국어가 상대시각을 표현하는 방식과 더불

어 상대시각 표현을 다루는 교육과정의 배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7a)에서는 ‘1시간=60분’

이라는 관계를 배우기도 전에 상대시각 표현을 다룰

뿐 아니라, 상대시각 표현의 전략 또한 명시적으로 제

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들은 상대시각의

분을 식별하기 위해 ‘60-분’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

고, 시침과 분침의 연결성을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

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인 눈금세기는

오류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경과시간의 학습은 시작 시각과 끝 시각 간의 차를

통한 경과시간 계산으로 주로 구성된다. 어린 학생들

이 경험하는 경과시간 계산의 어려움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Monroe, Orme, & Erickson, 2002), 이에 대해

학계가 주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Earnest,

2017). Kamii와 Russell(2012)은 경과시간의 계산에서

학생들이 시와 분 단위의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며, 이는 시와 분이 각각 12진법과 60진법으로

서로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6시 40분에서 9시 15분 사이의 경과시간과 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 분침이 시계 눈금 12를 횡단하는 경우,

즉 분 단위의 받아올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경과시간 계산 오답률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Earnest(2017)는 경과시간의 계산에서 도구의 매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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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학생들이 조작하는 시계에 내재된 구조적인

특징이 학생들의 경과시간 계산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매개한다고 보고, 시간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시계를

그저 시각을 읽어내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복수의 시간

단위에 함의된 곱셈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 접

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각을 나타내는 도구인 시계는 경과시간 뿐 아니

라 시각 읽기를 포함한 시간 학습 전반에서 새로운 학

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Earnest(2017)는 두 시계바

늘이 서로 연결된 아날로그 시계와 연결되지 않은 아

날로그 시계를 통한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였고,

Earnest(2021)는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에서 각

시계의 특성이 시간 관련 아이디어들을 다르게 매개함

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학습 기회들을 밝혔다. 이 외

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시간 학습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아날로그 시계 뿐 아니라 디지털 시계도 함께

포함한다(예를 들어, Bock et al., 2004; Boulton-Lewis

et al., 1997; Korvorst et al., 2007; Meeuwissen et al.,

2004).

많은 국가에서 수학 교육과정이 수립된 이래로 시

간 학습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 포함되어 왔

지만(예를 들어, 문교부, 1963; Basic Education

Curriculum Material Development Centre, 2001;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1989;

Vlaams Verbond voor het Katholiek Onderwijs,

1998), 최근 연구자들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Kamii와 Russell(2012)은 학생들이 경과시간 계산에서

겪는 어려움은 위계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진법을 갖는

복수의 단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 조정 자체

가 문제가 아니라 경과시간을 배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들은 아직 단위 조정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였다. Earnest(2017) 역시 조작 가능한 구

체물을 포함하는 수 세기나 연산, 도형 개념과는 다르

게, 만질 수도, 시계 없이는 볼 수도 없는 시간 개념만

의 현저한 특징은 초등학생들이 시간 주제에서 어려움

을 겪는 주된 원인이며, 이들이 추상적인 대상을 조작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적으로 보다 준비된 시기에 시

간 내용을 학습하게 해야 이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다

고 하였다. 한채린(in press) 또한 이들의 주장에 동의

하며, 경과시간 계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경과시간 계산을 요구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해당 내

용을 보다 상향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기의 시간 관련 교수·학습에 대한 문헌 검토 결과

는 보다 개선된 시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할 점

들을 알려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시간 관련 교수·학습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각국 교과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반영할 만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Ÿ [이슈 1] 학생들은 아날로그 시계에서 시침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다.

Ÿ [이슈 2] 학생들은 시간 학습에서 시간에 대한 양

적 추론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Ÿ [이슈 3] 학생들은 상대시각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

는다.

Ÿ [이슈 4] 학생들은 시간 단위 간의 곱셈 관계를 고

려하지 못한다.

Ÿ [이슈 5] 학생들은 다양한 도구의 매개를 통한 시

간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위한 연구 방

법으로 문헌 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문헌 분석 방법은

문헌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 검색,

선택, 평가, 종합의 절차를 따른다(Bowen, 2009). 첫

번째 검색 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가장 최신 교육과정

문서 전체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5), 일본의 2017 개정 교육과정(文部科学

省, 2017a, 2017b, 2017c), 호주의 2012 개정 교육과정

(ACARA, 2012), 미국의 2010 개정 교육과정(NGA &

CCSSO, 2010), 핀란드의 2014 개정 교육과정(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문서에서 학교급

의 구분 없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각과 시간

관련 학습 내용을 모두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검토를

통해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시각과 시간 내용의 범

주 및 학습 시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교과

서에 대해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시간 관련 교

수·학습의 이슈 관련 차시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

하였다. 세 번째로 국가별 시각과 시간 내용 범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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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명 년도 제정기관

한국 수학과 교육과정 2015 교육부

일본

小学校学習指導要領

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算数編

中学校学習指導要領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数学編.

2017 文部科学省

호주
The Australian Curriculum:

mathematics
2012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미국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2010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enter for

Best Practices &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핀란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14
2016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표 1] 국가별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Table 1] Mathematics curriculum documents upon countries

국가 교과서명 년도 출판사

한국
수학 1-1, 1-2, 2-1, 2-2

수학 3-1, 3-2

2017

2018
㈜ 천재교육

일본
しょうがくさんすう 1

小学算数 ２上, ２下, 3上, 3下
2016 教育出版

호주

Maths Plus NSW Australian Curriculum Ed student and

Assessment Book 1(stage 1&2), Book 2(stage 1&2), Book

3(stage 1&2), Book 4(stage 1&2), Book 5(stage 1&2), Book

6(stage 1&2)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Australia

미국
Go Math! grade 1(vol. 1&2), grade 2(vol. 1&2), grade 3(vol.

1&2), grade 4(vol. 1&2), grade 5(vol. 1&2), grade 6(vol. 1&2)
2015

Houghon Mifflin

Harcourt

핀란드
Laskuitato 1A, 1B, 2A, 2B, 3A, 3B, 4A, 4B, 5A, 5B, 6A, 6B

(한국어 번역본)
2012

WSOYpro., Ltd

(솔빛 출판사)

[표 2] 국가별 수학 교과서 목록

[Table 1] Mathematics textbook list upon countries

학습 시기 비교를 통해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시각과

시간 내용이 차지하는 공간적인 배열 및 시간적인 위

치를 평가하였다. 시간 관련 내용의 교수·학습 이슈에

대한 각 교과서의 서로 다른 접근 또한 평가하였다.

마지막 종합 단계에서는 각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

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시간 관련 내용의 교수·

학습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활용된 문헌은 각국의 최신 교육

과정 문서와 교과서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교육과정의

해설서가 있는 경우, 함께 참고하였다. 조사대상 교육

과정 문서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교과서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우리나라,

호주, 미국의 경우 최신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미국은 CCSSM(NGA & CCSSO, 2010)을

따르는 여러 교과서 중 초등 수학 교과서 시장에서 가

장 높은 3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Houghon Mifflin

Harcourt 사의 Go Math! 시리즈를 선정하였다

(Banilower et al., 2018). 호주는 최신 호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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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국가

한국 일본 호주 미국 핀란드

아날로그 시계 읽기(정각, 30분, 15분, 10분, 5분, 1분 단위) ● ● ● ● ●

상대시각 표현 ● ● ● ●

작은 시간 단위 간의 관계(1시간=60분, 1분=60초) ● ● ● ● ●

큰 시간 단위 간의 관계(1일=24시간, 1주일=7일, 1달=30일, 1년=12개월) ● ● ● ●

오전과 오후(am과 pm) ● ● ● ● ●

달력, 시간표 ● ● ●

경과시간 ● ● ● ● ●

초 단위 시간의 덧셈과 뺄셈 (초, 분, 시 간의 변환) ● ● ● ● ●

디지털 시계 ● ● ●

24시간 방식의 시각 표기 ● ●

아주 크거나 작은 시간 단위 ● ●

표준 시간대 ● ●

[표 3] 국가별로 수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각과 시간 관련 학습 내용

[Table 3] Overview of time-related contents in mathematics curriculum across five countries

(ACARA, 2012)을 따르는 Oxford University Press

Australia 사의 Maths Plus 시리즈를 선정하였다. 반면

일본과 핀란드의 경우 연구자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최신의 교육과정이 아닌 직전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

서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일본 수학 교

과서는 2017 개정 교육과정(文部科学省, 2017a, 2017b,

2017c)이 아닌 2007 개정 교육과정(文部科学省, 2008a,

2008b, 2008c)에 따른 교과서이다. 일본의 2007 개정 교

육과정과 2017 개정 교육과정 간의 변화 양상을 조사

한 권오남 외(2019)에 따르면 초등학교 수학의 측정 영

역 내용은 두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시각과 시간 관련 내용의 범주 및 학습 시기 분석에

있어 이전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를 분석해도 결과

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경우에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4 개정

교육과정(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4)

이 아닌 이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Laskuitato 시

리즈를 선정하였다. 윤은주(2015)에 따르면 핀란드는

1990년 이후로 교육에 있어 극도의 탈중앙화를 지향하

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반드

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 즉 국가 교육과정에서 학습 내용은 포괄적 주제

중심으로 대강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윤은

주, 2015). 그러므로 핀란드의 시각과 시간 관련 내용의

범주 및 학습 시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과

정보다는 교과서가 중심이 된다.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대강화된 학습 체계에서 기술되는 시각과 시

간 학습 내용과 교과서의 시각과 시간 학습 내용 간에

기술된 상세화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면에서 현재 교육

과정과 이전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도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국가별 시각과 시간 내용 학습 범위 및 시기

조사대상 국가 대부분이 수학과 교육과정의 측정

영역에서 시각과 시간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측정’ 영역에, 호주는 ‘측정’과 기하’ 영역에, 미

국은 ‘측정과 자료’ 영역에, 핀란드는 ‘기하와 측정하기’

영역에 시각과 시간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국가

별로 수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각과 시간 관련 학

습 내용의 범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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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섯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각과 시간 내용 개관

[Fig. 2] The flow of time-related contents covered in mathematics curriculum of five countries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호주와 핀란드가 시각과 시

간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일본이 가장 적게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중간 정도로 비슷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디지털 시계의 시

각 읽기를 다루고 있었으며, 호주와 핀란드는 24시간

방식의 시각표기, 아주 크거나 작은 시간 단위, 그리고

표준 시간대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호주와 핀란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위 학년까지

시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보다 심

화된 내용이 교육과정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호주만이 수학 교과서에서 달력을 다루고

있었고, 호주와 핀란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철도시간표 등과 같은 시간표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

었다. 일본은 상대시각 표현 및 시 단위보다 큰 시간

단위 자체를 다루지 않고 있었다.

국가별로 시각과 시간 학습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

기를 정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다섯 국가는 모

두 시각과 시간 관련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 시기부터

도입하고 있었다. 관련 내용 학습 기간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3학년 시기까지로 가장 짧았고, 미국과 핀란드

가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까지, 그리고 호주는 9학년

시기까지로 가장 길었다. 호주는 학년이 올라가도 핵

심적인 일곱 가지 내용 요소3)가 반복되면서 깊이만 더

해가는 나선형 방식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

다(고호경, 장경윤, 이강천, 2016). 이에 따라 ‘단위의

사용’ 내용 요소에 포함된 시각과 시간 관련 내용을

호주와 아시아 시간대에 따른 시간 계산 및 아주 크거

나 작은 시간 단위에 관한 내용 등으로 심화하여 9학

년 시기까지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의 범위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시각과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압축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국가 모두 시각을 처음 배우는 1학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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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아날로그 시계에 나타난 정각 또는 30분 단위의

시각 읽기부터 다루고 있었다. 15를 의미하는 ‘quarter’

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영어권 국가인 호주와 미국은 2

학년 수준에서 15분 단위의 시각 읽기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때의 시각 읽기는 모두 절대시각 읽

기 방식이다. 상대시각 읽기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

가에서 2학년 시기부터 다루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과거 관계의 상대시각 표현(예를

들어, 몇 시 몇 분 전)을 2학년 시기부터 도입하는 반

면, 미국은 2학년 시기에는 미래 관계의 상대시각 표

현(예를 들어, fifteen past ten)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호주도 2학년 시기에 과거 관계의 상대시각 표현까지

다루기는 하지만 수치적 조작 없이도 ‘quarter’로 표현

할 수 있는 15분 단위 시각에 대한 과거 관계 상대시

각 표현만을 2학년 시기에 다루고, 보다 세분화된 분

단위 시각의 과거 관계 상대시각 표현은 3학년 이후에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상대

시각 표현을 다른 국가에 비해 이른 시기에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과시간 내용 역시 우리나라의 도입 시기가 빨랐

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3학년 이후 시

기에 경과시간을 도입하고 있었다. 일본은 2학년 시기

에 경과시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경과시간의 수

학적 계산보다는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시간 흐름에 보

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일본 역시 시와 분 단위 간

받아올림이 있는 경과시간 계산은 3학년 시기에 도입

하고 있었다. 미국과 핀란드는 경과시간 내용을 세분

화하여 1시간 이내의 경과시간을 3학년 시기에 먼저

학습하고 이후 학년에서 1시간을 초과하는 경과시간의

계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을 제외한 호주, 미국, 핀란

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시각과 시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있었으며, 특정 시간 내용들은 다른 모든 국

가보다 우리나라가 더 이른 시기에 도입하고 있었다.

2. 시간 관련 교수·학습 이슈별 교과서 사례

시각과 시간 내용의 범위 및 학습 시기 분석은 국

3) 수와 자릿값, 돈과 금융수학, 패턴과 대수, 단위의 사용,

기하학적 추론, 확률, 자료의 표현

가별로 교육과정 상에서 시각과 시간 내용이 차지하는

공간적인 배열 및 시간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주지만 각 국가의 수학 교실에서 실제로 해당 내용

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 절에서는 선행 문헌 분석을 통

해 도출된 시간 관련 교수·학습의 이슈에 대해 국가별

교과서 사례를 분석한다. 조사대상 국가의 교과서 사

례를 모두 제시하기보다는 이슈별로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의 기준은 우리나라와는 접근이 다르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

는 경우이다.

1) 시침 식별의 어려움: 시침과 분침의 순차적 도입

교과서에서 시각 읽기를 도입할 때, 일반적으로 아

날로그 시계를 통해 시각 읽기 활동이 제시된다. 정각

단위의 시각 읽기를 통해 시침의 식별을 먼저 학습하

고, 이후 정각이 아닌 시각인 30분, 15분, 10분, 5분, 1

분 단위의 순차적 시각 읽기를 통해 분침의 식별을 학

습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아날로그 시계의 시각을 읽

을 때 분침보다는 시침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지만(Bruno, Johnson, & Simon, 1988;

Bulton-Lewis, Wilss & Mutch, 1997; Friedman &

Laycock, 1989; Siegler & McGilly, 1989), 교육과정 및

수업에서는 분 단위에 따라 학습의 흐름이 구성되면서

분침의 위치가 더 강조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Earnest

& Chandler, 2021). Earnest와 Chandler(2021)는 이와

같은 분침의 강조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실은 시

침의 위치를 통해 시 단위를 측정량으로 취급하지 못

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

다. 미국 교과서에서 시침 식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 데 기여할 만한 색다른 시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타 국가의 교과서에서 시각 읽기의 도입 시점부터

시침과 분침이 함께 표시된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를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아날

로그 시계를 통해 시각 읽기를 처음 배울 때에 분침이

삭제된 아날로그 시계를 먼저 제시하고 있었다. 분침

의 과감한 삭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시침의 위치에 집

중하여 시각을 읽는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형은 시침과 분침의 순차

적 학습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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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침이 삭제된 아날로그 시계 (Dixon et al.,

2015a, p.544)

[Fig. 3] Analog clock without the minute hand (Dixon

et al., 2015a, p.544)

수직선 메타포를 통한 시각 읽기

(Dixon et al., 2015a, p.556)

수직선 메타포를 통한 경과시간 접근

(大久保 et al., 2016b, p.38)

[그림 4] 수직선 메타포가 명시된 시간 학습 내용

[Fig. 4] Time-related contents reflecting the number-line metaphor

[그림 3]은 1학년 2학기 미국 수학 교과서 측정 단

원에서 사용된 아날로그 시계 모형이다. 이 단원에서

는 1학년 과정 최초로 시각 읽기가 도입되는데, 단원

의 도입부에서 시각 읽기를 익힐 시에는 [그림 3]과

같이 분침이 제거된 아날로그 시계가 먼저 제시되고,

단원의 중반부 이후부터는 시침과 분침이 함께 있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가 제시된다. 동일한 수직선에

서 복수의 시간 단위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

는 일은 시각 읽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므로(Earnest, 2019), 하나의 시간 단

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미국 교

과서의 접근 방식은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오류가 빈번히 보고되는 시침 읽기

를 충분히 숙달할 기회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시

침과 분침을 분절적으로 취급하여, 두 시간 단위 간의

연결성을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변 추론 능력

함양의 기회(Earnest et al., 2018)가 제한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계를 통한 시각 읽

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시와 분의 연

동된 움직임보다는 다양한 위치에 놓여진 시침과 분침

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해보

면, 시침과 분침의 순차적 학습은 공변 추론 기회 제

한으로 인한 실보다는 집중된 시각 읽기 방식 습득을

통한 득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 양적 추론 기회 미흡: 수직선 메타포의 명시적

제시

시간은 인류가 지속 기간을 양으로 나타내기 위해

시도해온 무수한 노력의 결과물이지만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시계를 읽는 절차에 시간 학습의 초점을

두어 시간을 측정량으로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학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Males & Earnest, 2015). 시계판의 눈금은 시각을 여

러 시간 단위들의 고유한 간격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측정의 결과로 바라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Earnest et al., 2018). 시와 분이라는 양을 나타내기

위한 시계판 눈금이 실은 수직선 아이디어에서 비롯되

었음을 고려해보면, 시계에 내재된 수직선 메타포의

직시는 곧 양적 추론의 기회가 된다.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미국과 일본 교과서에서 아날로그 시계에서의

수직선 메타포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미국 교과서에서는 [그림 4]의 좌측과 같이 시

각 읽기를 위해 분침을 읽는 법을 단순한 숫자 매칭이

아니라 화살표를 추가함으로써 일정한 간격이 반복된

합인 측정값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림 4]의 우측과 같이 시계판 위의 눈금을 분 단위

의 수직선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과시간을 수직선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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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과서

(Dixon et al., 2015b, p.562)

한국 교과서

(교육부, 2017a, p. 84)

호주 교과서

(O’Brien & Purcell, 2016, p.63)

[그림 5] 미국, 한국, 호주 교과서의 상대시각 표현 방법 안내

[Fig. 5] The description on how to read relative time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Australia textbooks

서 동일한 간격의 반복을 통한 양적 대상으로 가시화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수직선 대신 시

간띠를 사용하여 경과시간을 표현하는데, 시간띠는 큰

단위와 작은 단위의 수량적 관계에 따른 병기가 어렵

고 방향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후의 초기 대

수적 사고로 연결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수직선 메타포를 통한 시각 읽기는 5씩 뛰어 세기

전략과 유사해 보이지만 뛰어 세기는 시각을 연속량이

아닌 이산량으로 취급하여 시각을 측정의 대상으로 바

라보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아날로그 시계에 내포된 수직선 메타포에 따라 시각을

구성하는 간격을 ‘보면서’ 경험하는 양적 추론은 주변

세상의 한 속성을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의미 있게 연결된 수학적 이해를 개발하게 함

으로써(Ellis, 2007, Hackenberg, 2010; Moore &

Carlson, 2012; Thompson, 1994; Thompson &

Carlson, 2017) 시간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의 향후 수

학 학습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3) 상대시각 표현의 어려움: 상대시각 도입 순서

의 조정

상대시각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1시간=60분’이라는

정보의 유무는 과거 관계의 상대시각 읽기 전략에 상

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미래 관계의 상대시각 표현은

절대시각으로 표현된 시와 분을 조작할 필요가 없지만,

과거 관계의 상대시각 표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

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 단위와 분 단위의 양적

관계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60-분’과 ‘시+1’의 계산으

로 상대시각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시 단위와 분 단위

의 양적 관계를 알지 못하면 시계 눈금을 직접 세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략이 없게 된다. 상대시각 읽기

내용을 포함하는 네 개의 국가 중 핀란드만이 ‘1시간

=60분’을 학습한 뒤 상대시각을 배우고 있었고, 우리나

라, 호주, 미국은 모두 ‘1시간=60분’을 배우기 전에 상

대시각을 도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

국은 ‘1시간=60분’을 배우기 전부터 과거 관계의 상대

시각 표현을 학습하였지만, 호주는 ‘1시간=60분’을 배

우기 전에는 미래 관계의 상대시각 표현만을 다루고,

‘1시간=60분’을 배운 후에야 과거 관계의 상대시각 표

현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상대

시각 도입 순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시각을 읽어내

는 데에 거꾸로 세기 전략뿐 아니라 60에서 분침이 나

타내는 시각을 빼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60-분’을 통해 상대시각의 분을 구하는 전략은 오류발

생 가능성이 높은 반시계 방향으로의 눈금 세기(Han,

2020 참조)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상

대적으로 식별이 쉬운 절대시각을 대상으로 한 수치적

연산만을 통해서도 상대시각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에서는 ‘1시간=60분’을 배

우지 않은 채 상대시각 표현을 다루기 때문에 시계판

의 12부터 분침의 위치까지 거꾸로 눈금 세기 전략만

이 가능하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 교과서에서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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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계바늘 간의 연동된 움직임 표현

사례(大久保 et al., 2016a, p.24)
시계바늘 그리기 과제(O’Brien & Purcell, 2016, p.63)

[그림 6] 시간 단위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게 하는 과제

[Fig. 6] Tasks required to consider two different but related time units

5]의 좌측과 같이 12로부터 거꾸로 눈금 세기의 전략

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시각을 읽는다고만 기술할 뿐 구체적인

상대시각 표현 방법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5] 중앙 참고). 시계판에서 거꾸로 눈금 세는 전

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은 [그림 5]의 우측과

같이 시계판의 12로부터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모

두에 대칭적으로 분을 표기하는 호주 교과서의 사례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과거 관계의 상대시각을

도입하는 순서 조정만으로도 상대시각 표현 학습에 변

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시간 단위 간의 곱셈 관계 고려 부족: 시침과

분침에 대한 분절된 조작 기회 제공

시간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어린 학습자들에게 있

어 위계가 있는 시간 단위들을 곱셈 관계에 따라 조정

하는 작업은 상당한 도전(Kamii & Russell, 2012)인

동시에 변화하는 두 양을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 조정

하는 공변 추론(Carlson et al., 2002)을 통한 함수 개

념의 토대가 된다(Earnest et al., 2018). 아날로그 시계

에 나타난 두 시계바늘의 연결된 움직임은 시와 분 간

의 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이지만,

분침의 조작 없이 시침만을 움직일 수 없고, 시침은

분침을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

아날로그 시계의 사용자들이 시 단위에 주목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Earnest, 2017). 그

러나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시침과 분침에 대한 분

절된 조작을 통해 시침과 분침의 연결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침과 분침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

면 분침의 움직임에 따라 시침이 자동으로 위치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는 시각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 분

침의 움직임에 따른 시침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이

다. 일본과 호주 교과서에서 분침과 시침의 분절된 취

급을 통해 두 시간 단위 간의 연결성을 탐색하는 사례

를 찾을 수 있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림 6] 좌측

과 같이 아날로그 시계 판 위에서 두 시계바늘의 움직

임을 화살표로 함께 표시하여 이들의 연동된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분침이 12에서 6까지 반

바퀴만큼 움직이는 동안 시침은 10과 11의 절반만큼

움직인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두 시간

단위 간의 연결성에 주목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두 바늘이 동시에 움직인 거리는 학생들에게 0.5개의

시 단위와 30개의 분 단위가 동치이며 두 시간 단위가

서로 곱셈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수 있

다.

호주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아날로그 시계

위에 나타내는 시계바늘 그리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

다 ([그림 6] 우측 참고). 시계바늘 그리기 과제는 학

생들이 두 시간 단위를 그들의 이해 내에서 어떤 식으

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Earnest et al., 2018). Earnest 외(2018)에 따르면 두

시간 단위 간의 연결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숫자

매칭 전략으로만 시각을 접근하는 학생들은 시침의 위

치에서 오류를 보일 확률이 높고, 두 시간 단위 간의

공변 관계로 시각을 접근하는 학생들은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시계바늘 그리기 과제를 통해

두 시간 단위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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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디지털 시계의 활용 사례(O’Brien & Purcell,

2016, p.37)

[Fig. 7] Time learning with digital clock (O’Brien &

Purcell, 2016, p.37)

5) 다양한 도구로 매개된 학습 기회 부족: 디지털

시계의 취급

디지털 시계는 특별한 기술의 숙달 없이 그저 단순

히 숫자를 읽어내기만 하면 쉽게 시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지만, 디지털 시계로 표현된 시

간 관련 아이디어는 그저 시각을 읽는 것 이상으로 복

잡하고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담겨있다(Earnest

& Chandler, 2021). 또한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된

오늘날 실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시계의 유

형이 바로 디지털 시계이기도 하다. 이에 일부 국가에

서는 이미 수학 교실의 정규 차시에서 디지털 시계를

다루고 있었으며 단순히 디지털 시계를 읽는 것이 아

니라 디지털 시계를 통해서도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색

할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는 호주, 미국, 핀란드 교과서에서 모두 시각 읽기와

경과시간 계산 모든 내용에서 디지털 시계를 포함하고

있었고,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디지털 시계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호주와 핀란드는 교과서에서 디지털 시계 읽기를

독립된 차시로 제시하는 국가였다. [그림 7]은 호주 교

과서의 사례로, 디지털 시계의 시각을 미래 관계의 상

대시각 표현으로 취급하여 다양한 시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채린(in press)은 디지털 시계로 제시될 때

경과시간 과제 정답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디지

털 시계를 통해 경과시간 계산의 어려움 개선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미국, 핀란드 5개국

의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시각과 시간 내용의 범

위 및 학습 시기를 비교하고, 선행 문헌을 통해 도출

된 시간 관련 교수·학습 이슈에 대한 각국 교과서의

접근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까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던 시각과 시간 내용의 수학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교육과정 상에서 차지하는 시간적인 위치 및

공간적인 배열에 대한 국가별 정보와 더불어 각국의

교과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수학교실에서 구현되는

시간 관련 교수·학습 맥락 또한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특색을 갖는다.

비교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시각과 시

간 내용을 압축해서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

한 기간 동안 시각과 시간 내용을 학습하는 일본은 관

련 내용을 우리나라보다 적게 다루고 있었고, 호주, 미

국, 핀란드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관련 내용을

더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일부 시간 관련 내용들을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이른

시기에 도입하고 있었다. 둘째,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

된 다섯 가지의 이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각국의

교과서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시침 식별

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시계에서 시침

과 분침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미국 교과서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아날로그 시계에서의 양적 추론 기회 미

흡 이슈에 대해서는 수직선 메타포를 명시적으로 제시

하는 미국과 일본 교과서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상대

시각 표현의 어려움 이슈에 대해서는 호주, 미국, 핀란

드 교과서의 상대시각 도입 방식이 분석되었다. 시간

단위 간의 곱셈 관계 고려 부족 이슈에 대해서는 시침

과 분침에 대한 분절된 조작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과

호주 교과서 사례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도구로 매개된 학습 기회 부족 이슈에 대해서는 호주

교과서의 디지털 시계를 통한 수학적 아이디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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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제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연구의 가치는 교실에

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회에 있다(Lloyd, Cai, & Tarr, 2017).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시각과 시간에 대한 교육과정 비교

분석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수학교실에서 시간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풍

부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해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많은 수

학 및 수학교육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작성될 차기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다음을 고려할 것을 제

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시각과 시간 내용을 배우는 대

상 학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각국의 수학과 교육

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이

른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 시각과 시간 내용을 압축해

서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에

서부터 3학년까지 3개 학년 동안만 시각과 시간 내용

을 학습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였고, 미국은 우리나

라와 비슷한 분량의 내용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5개

학년에 걸쳐서 학습하고 있었다. 호주와 핀란드는 각각

1학년부터 6학년, 1학년부터 9학년 시기까지로 보다 긴

기간 동안 심화된 시각과 시간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

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시각과 시간 학습의 시작 시기

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견해를 공유하지만,

시각과 시간 학습의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유독 더 일

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내용 학습 대

상 학년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유하는 일본의 경우

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적은 범위의 내용만을 취급하여,

해당 학년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량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경과 시간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시간 단

위 반복 능력은 6학년 후반에야 완성된다는 보고를 고

려해보면(Long & Kamii, 200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서 시각과 시간 학습 종료 시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각과 시간 학습 내용을 세부적으

로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들이 각 해당 내용을 배우는

데에 있어 보다 수학적으로 준비된 시기로 교육과정

상 상향 이동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엇보다 경과시간 내용을 상향 이동시킬 필

요가 있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어려움이 특히 많이

보고되는 경과시간의 계산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시기에 다루는 반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들에서는 3학년 이후 시기에 다루고 있었다. 경과시간

의 계산에는 단순히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만이 아

니라, 위계가 있는 서로 다른 두 시간 단위에 각각 12

진법과 60진법을 부여하고, 또 이를 아날로그 시계 상

의 서로 연결된 변화로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

은 정신적인 조작 능력은 현재 경과시간을 배우는 대

상 학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는데(한채린, in press; Earnest, 2017; Kamii &

Russell, 2012), 심지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경과시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과정 상에서 경과시간의 학습 시기를

늦추기만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과시간의 계산에

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시킬 여지가 남아있음을 의미하

기도 한다. 학생들이 보다 준비된 시기로 경과시간 계

산 내용을 이동시키는 것과 더불어 경과시간 계산 내

용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서는 시와 분 단위의 경과시간(2학년 시기)과 초 단위

까지의 경과시간(3학년 시기)으로만 분할되어 있는데,

미국과 핀란드는 시와 분 단위의 경과시간도 다시 1시

간 이내의 경과시간과 1시간 이상의 경과시간으로 분

할하여 제시한다. 이와 같이 세분화된 경과시간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경과시간의 계산에 충분히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대시각 학습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상대시각 표현을 다루는 조사대상 국

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만이 과거 관계 상대시각

표현을 ‘1시간=60분’이라는 단위 간의 관계를 배우기

전에 다루고 있었다. 미래 관계 상대시각 표현과는 달

리 과거 관계 상대시각 표현은 주어진 절대시각에서

단위 간 조작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상세

히 안내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별다른 전략

의 제시 없이 ‘다른 방식으로 시각을 읽어보자’라고만

제시한다. ‘1시간=60분’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할 수 있

는 유일한 전략인 12로부터 눈금을 거꾸로 세기조차도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대시각을

읽고 있으며, 이는 상대시각에서의 특히 높은 오답률과

관련 된다(Han, 2020). 능숙한 상대시각 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시각에 대한 다양한 구문론적 표

현 만에 있는 것은 아니다. Williams(2012)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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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시각 표현에 숙달됨으로써 학생들은 경과시간을

계산하는 새로운 전략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35부터 2:10까지의 경과시간을 ‘2시 25분 전’부터 ‘2시

10분 후’까지로 변환함으로써 경과시간의 계산을 ‘25분

+10분=35분’으로 간단하게 치환하여 구하는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들이 상대시각 표현의 숙달을 통해 충분한 수학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대시각 학습 내용의 순서를

‘1시간=60분’ 이후로 조정하는 동시에 상대시각 표현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날로그 시계에 내재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아날로그 시계에 내

재된 수직선 메타포는 시간 개념을 이후의 수학 학습

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주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숙

련된 수학자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생들은 아날로그 시

계에서 양적인 간격들을 보지 못하고 수치적 정보 및

그 절차에만 초점을 맞춘다(Earnest, 2019). 여러 시간

단위가 중첩된 수직선으로 구체화된 아날로그 시계 안

에서 시간을 수가 아닌 물리적 간격의 합인 양으로 사

고할 수 있게 되면, 이후 대수 학습에서 취급하는 좌

표 평면 및 함수와 같은 표상이 가진 기하 성질이 의

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시계

의 수직선 메타포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

어를 제공할 수 있다(Earnest, 2015).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각각 시각과 경과시간

에 대한 명시적인 수직선 메타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경과시간을 시간띠로 제

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의 시간 관련 문

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조사한 권미선(2019)은 시

간띠를 사용한 경과시간 계산에서 정답률이 특히 낮았

으며, 이는 학생들이 한 칸이 의미하는 양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고 한 칸과 눈금 한 개를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채택

하는 시간띠는 학생들로 하여금 간격이라는 길이적인

특성을 통해 시간을 양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실

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교과서에서

는 아날로그 시계 상의 시간 흐름을 표현하는 데에 있

어, 시계 눈금과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고, 방향성도

나타낼 수 있는 수직선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간 관련 학습에서 제시되는 도구의 다양

화가 필요하다.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시각과 시간의

개념은 시계라는 중재 도구 없이는 접근이 어렵고, 도

구가 곧 수학적 사고 자체를 매개한다는 특별한 성격

을 갖는다(Earnest, 2019). 시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도구는 아날로그 시계이지만, 호주, 미국, 핀란드는 이

미 교과서에서 디지털 시계까지 함께 취급하고 있었다.

디지털 시계는 시간 단위에 잠재된 양적 대상화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콜론을 통한 두 수의

순서쌍으로 시각을 표상함으로써, 경과시간 계산의 맥

락을 제거하고 이를 수치적 연산으로 집약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탈맥락화는 수학의 개념적 이

해를 막는 요인으로 비난받지만(Sfard, 2008), 실생활에

서는 디지털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보다 더 널리 사용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서에서 디지털 시계를

다룰 이유는 충분해진다. 한편, 조사대상 국가들의 교

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두 시계바늘이

서로 연결된 아날로그 시계 대신 시계바늘이 연결되지

않은 아날로그 시계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4) 선

행 연구(Earnest, 2017; Han, 2020)에 따르면 서로 연

결되지 않은 두 시계바늘의 움직임은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시침과 분침 간의 연결성을 더욱 고려하게 만

들고, 이를 통해 두 시간 단위 간의 공변 추론의 기회

를 얻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날로그 시계 뿐 아니라 시침과

분침이 연결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 및 디지털 시계

까지 포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구를 통해

매개되는 시간 추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아날로그

시계 및 디지털 시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대시각 표

현과 경과시간 계산 내용의 교수·학습에 대한 보다 실

증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제안을 뒷받

침할 수 있을 것이다.

4) 두 시계바늘이 서로 연결된 아날로그 시계 교구는 아래

좌측 사진과 같이 분침의 움직임에 비례하여 시침이 이동

하지만, 두 시계바늘이 연결되지 않은 아날로그 시계 교구

는 아래 우측 사진과 같이 분침의 움직여도 시침은 움직

이지 않는다 (Han, 2020,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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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mplemen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on time 
learning. It aimed the improvement of challenges students facing when they learn time. As a preliminary 
step, I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on teaching and learning of time, and based on this, I drew five 
issues that require to be considered for better time learning. The coverage of time contents and the 
learning periods of respective time contents were compared across the mathematics curriculum of Korea, 
Japa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Finland. The textbook cases of those countries were analyzed 
with a special focus on the five issu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orean curriculum assigned time 
learning contents compressively during short period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responded to the 
issues on teaching and learning of time, several improvement ideas were deduced from textbook cases 
of other countries. Implications for the curriculum reform were discussed underly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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