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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경과시간이라는 수학적 대상을 구현하는 기표를 통해 학생들의 경과시간 이해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주어진 기표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경과시간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고, 개별적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경과시간 구현 기표 수형도는 이들이 특히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 경험하는 차별화

된 과제 수행을 설명해주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devoted to investigating young learners’ understanding of elapsed time from socio-cultural

perspectives.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benefits to access and personalize mathematics learning as how to

have a mathematical object to be able to realize signifiers with the help of many other mathematical words and

mediators.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signifiers, I analyzed performances on elapsed time tasks of students in

Grades 3 (n=115) and interviewed focal students. Quantitative analysis on students’ performance identified that

students perform differently when the task provided with the analog clock signifier. It suggested that students

might think in a different way upon the given signifier even for the same elapsed time, especially when given as

the analog clock. Qualitative analysis on focal students' interviews visualized how the students’ understanding

were different by displaying individual realization trees on elapsed time. The particular location of the analog clock

signifier on each realization tree provided a personalized explanation about low performance on the task with

analog clock signifier. The finding suggested that the realization of a specific signifier could be a key point in

elapsed time understanding. I discussed why a majority of students face difficulty in elapsed time learning

indicated analog clock and the advantage of moving elapsed time strands to higher grades in the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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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류가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은 집단적인 합의와 문화-역사적인 발달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수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기표(signifier)1)는

개인의 사고와 의사소통을 매개할 수 있지만(Sfard, 2007;

Vygotsky, 1978), 기표의 임의성은 낯선 문제를 해결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배워야 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기표가

갖는 의미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Earnest,

2021). 심지어 수학적인 의사소통은 기표 및 이 기표의

구현으로의 끊임없는 약속된 전이를 포함한다(Sfard,

2008). 이는 수학이라는 의미의 체계를 배우는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설명이 된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수학적 표상을 사용

하고 해석해내는 관습들을 발명해내는 것이기보다는, 사

회적인 활동 맥락에서 참여를 통해 약속된 관습을 익혀

나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axe, 2012; Sfard, 2007;

Vygotsky, 1978). 이 연구는 수학 학습에 대해 상기와 같

은 관점을 견지하며,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접근

한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수학적인 아이디

어를 역사적, 집단적으로 구현한 다양한 기표를 통해 시

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해를 탐색함으로써 기표의 약

속된 구현 방식들과 개별적인 수학적 이해 간의 인지적

인 간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지적인 간

격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시간 학습에 대한 보다 상

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2) 개념은 일상생활의 한 요소인 동시에 대수나 변

화를 다루는 수학적 내용뿐 아니라 속도, 행성의 자전과

공전과 같은 과학적인 탐색까지 이어지는 STEM 교육의

1) 담론 참여자들의 발화에서 명사로 기능하는 단어나 상징을 의미

한다. 표상(representation)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표상은 수학적

대상이라는 추상적 개체의 물질적인 ‘화신(incarnation)’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기표는 지각적으로 접근가능한 것으로의 ‘구

현(realization)’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차

이가 있다(Sfard, 2008).
2)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갖는 속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한 시점으로서의 시간이고(시

각), 다른 하나는 두 시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양으로서의 시

간(경과시간)이다. 통상적으로 시각과 시간을 엄밀히 구분하기보

다는 시간이라는 용어로 총칭하여 사용하므로 본 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두 시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시간을 지칭할

때에는 경과시간(elapsed time)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한다.

기초가 되지만(Earnest, 2017), 많은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시간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Earnest, 2017; Earnest, Gonzales, & Plant, 2018; Han,

2020, 2021; Kamii & Russell, 2012; Williams, 2012). 이

는 시간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며, 길이나 넓이와는

달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직접 재어보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정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인류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

는 시간에 측정이라는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다양한

시간의 단위들을 고안해냈고, 이를 안정적으로 동일한 방

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도구, 시계를 발명하였

다(Crosby, 1997). 이로 인해 학생들은 아날로그 시계에서

시계바늘이 움직인 거리나 디지털 시계에서 진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원소로 구성된 순서쌍 간의 차에서 두

시각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경과시간(elapsed time)이

라는 동일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연구는 경과시간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이해가

경과시간을 구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회문화적인 렌즈는 수학적

대상을 구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기표의 구현으로 투

영함으로써, 담론 참여자들이 수학적 대상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담론 참여자 간의 불일

치된 이해의 지점을 식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연구

의 가정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시간에 대한 연구는 수학적 상징체계 중에서 가장 적

게 연구된 분야 중 하나로(Burny, Valcke, & Desoete,

2009; Friedman & Laycock, 1989, Kamii & Russell,

2012), 학생들이 경과시간의 계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주목한 연구(Kamii & Russell, 2012)는 2012년에서야 처

음 등장하였다. Kamii와 Russell(2012)은 시간 단위의 위

계성에 따른 학생들의 경과시간 계산 문항 정답률을 조

사하고 사회적인 관습인 시와 분 단위를 조정하는 능력

부족이 학생들이 경과시간 계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

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Earnest(2017) 또한 시와 분의

관계가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Kamii와 Russell(2012)의 주

장에 동의하며,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

는 시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들의 경과시간 문

제 해결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수학교육 학계의 관심은

일상생활보다는 수학교실에서 배우는 경과시간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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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볼 때, 우리는 사회적인 관습으로서의 경과시간 구

현 기표-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뿐만 아니라 수학

적인 관습으로서의 경과시간 구현 기표-세로셈과 문장제

-에도 함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이 경과시간의 계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다 포괄적

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갖는다: (1) 경과시간

구현 기표에 따라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수행에는 차이

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2) 학생들은 경과시간 과제

해결을 위해 경과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Ministry of Education, 2015)에 따라 시간 학습을 모두

종료한 시점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구현 기표에 따른 경과시간 이해의 차이를 양적

으로 조사한다. 이어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

시하여 이들의 경과시간 기표 구현 사례를 질적으로 조사

함으로써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수학 학습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은 문화적인 맥락

에서 일어나며 언어와 상징체계에 의해 매개된다

(Vygotsky, 1978, 1986).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은 언어

와 상징체계, 도구, 인공물 등이 매개를 통해 문화적인 맥

락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된다. 도구 및 상징물의 매개를

통한 활동에서 학생들이 수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성질을 이끌어냄에 따라, 사고와 의사소통은 사회적인 맥

락에서 소개되는 물질적인 인공물 및 도구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Earnest, 2015; Sfard 2007,

2008; Vygotsky, 1978, 1986). Sfard(2008, 2012, 2017)는

이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및 의사소통3)의 언어성에

3) Sfard(2008)는 개인 내의 사고와 개인 간 의사소통을 분리된 것

으로 보는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을 거부하였다. 대신 대상화의 함

정을 피할 수 있도록 개인 내의 사고 역시 의사소통이 개별화된

하나의 형태로 정의하고, 이를 커머그니티브(commognitive) 관점

으로 새롭게 명명하여 제안한 바 있다. 그러므로 Sfard(2008)의

맥락에서는 사고와 의사소통이라는 별개의 용어 대신 커머그니

티브라는 단일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Fig. 1] A realization tree of basic quadratic function(Nachlieli

& Tabach, 2012, p.13)

주목하여 학습을 담론에의 참여로 선언하였다.

담론 그 자체가 앎의 원동력이자 실체가 되면, 수학 담

론에서만 드러나는 수학적 대상의 특징은 수학 학습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Sfard(2008)는 수학

적 대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담론적으로 구성되며, 외부

에서 수학적 담론을 관찰해보면 하나의 수학적 대상이란

하나의 수학적 기표(signifier)와 그 기표가 구현된

(realized) 기표들, 그리고 또다시 그 기표가 구현된 기표

들이 위계적으로 조직된 수형도의 형태라고 설명한다.

[Fig. 1]은 한 예이다. 이차함수 는 이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으로 일차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이

순서쌍들은 기호화된 수식  , 제곱 연산, 제곱이라는 용

어, 포물선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차함수에 대한 수없

이 거듭되는 구현들이 모여 이차함수라는 대상을 구성하

게 되는 것이다(Sfard, 2012).

지극히 추상적이며 객체화된 불변의 것으로 여겨져 오

던 수학적 대상을 기표들이 중첩되어 구현되는 수형도로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구현

수형도가 대중적인 담론에서 기원한 동시에 개인적인 구

성이라는 면에서 개인의 수학 담론에 대한 가치 있는 정

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Sfard, 2008). 수학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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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개인의 시도는 기표들을 분해하여 자신의 담론

너머에 있는 친숙한 실생활 대상이나 경험에 닿을 만큼

가지들을 충분히 길게 뻗어나가게 하는 작업이 된다. 그

러므로 수형도를 풍부하게 구성하고 하나의 구현에서 또

하나의 구현으로 능숙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수학

적 문제 해결의 요지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수학교육 연구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이해를 조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주었다. 7학년 학

생들의 비형식적인 대수 담론이 학교 수학의 형식적인

담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구현 기표의 변화를 통해 추

적하거나(Caspi & Sfard, 2012), 예비 수학 교사들이 함

수의 예를 식별해가면서 함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과정

및 난관을 담론에서 구현된 함수 기표의 변화를 통해 추

적하는 연구(Tabach & Nachlieli, 2015) 등이 여기에 해

당된다. 기표의 구현을 통해 수학적 담론을 가시화하는

시도들은 학습자의 이해뿐 아니라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

의 참여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거나(Weingarden,

Heyd-Metzuyanim, & Nachlieli, 2019), 교과서가 수학

내용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식으로

(Park, 2016) 그 대상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토대로 학교 수학 담

론에서 사용되는 기표들을 학습자가 개인 담론에서 어떻

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현 기표 수형도를 조사하

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수학적 이해를 확인

하고자 한다.

2. 경과시간의 이해

경과시간이란 어떤 사건이 지속되는 기간(duration)을

의미한다(Earnest, 2017). 그러므로 경과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의 시작 시각과 끝 시각 간의 차를

구해야 하며, 이 과정은 받아내림과 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 단위인 시와 분 간의 단위 조정을 필요로 한

다. 경과시간의 계산에서 어린 학생들은 시와 분 단위의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시와 분

이 각각 12진법과 60진법으로 서로 다르게 작동할 뿐 아

니라, 10진법에 익숙한 학생들은 경과시간의 계산에서도

역시 10진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Kamii & Russell, 2012). 경과시간을 구하기 위해 시행

하는 단위 조정은 한 단위 전체를 다른 단위의 요소에

분배하는 정신적인 조작으로서(Steffe, 1992, 1994, 2001),

거듭되는 단위 조정의 발달로 이루어진 분수 개념

(Hachenberg, Norton, & Wright, 2016; Hachenberg &

Tillema, 2009; Izsák et al., 2012, Yeo, 2021) 및 대수적

사고(Hackenberg, 2013)의 바탕이 된다.

경과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Piaget(1969)의 아동의

시간 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다.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적인 선후관계에 대한 아동 인식 조사

(Harner, 1982), 거리 개념으로부터 시간 개념 분리에 어

려움을 겪는 아동의 발달 조사(Acredolo, 1989; Siegler &

Richards, 1979), 어떤 사건의 거리, 위치, 크기와 구별되

는 시간 속성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조사(Fivush &

Mandler, 1985; Kamii & Russell, 2010; Levin, 1989;

Richards, 1982; Russell & Kamii, 2012)로 이어지는 일련

의 연구들은 경과시간에 대한 아동 이해의 발달을 면밀

히 보고하였지만, Kamii와 Russell의 연구(2012) 이전까지

는 경과시간을 시와 분이라는 시간 단위 간의 관계로 조

망하지는 않았다. Kamii와 Russell(2012)은 시간을 물리적

지식이 아닌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접근하면서 세로셈

형식과 문장제 형식으로 제시된 경과시간의 계산에 포함

된 위계적인 두 수준의 단위 조정을 조사하였다([Fig. 2]

참조). 이들은 단위의 반복을 통한 시간 측정 능력은 6학

년 시기에서야 가능해지므로(Long & Kamii, 2001), 학생

들이 6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위계적인 시간 단위들의 조

정을 포함하는 경과시간의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였다.

[Fig. 2] The hierarchical thinking involved in coordinating

hours and minutes(Kamii & Russell, 2012, p. 299)

학생들의 경과시간 이해를 조사한 Earnest(2017)는 경

과시간을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접근하였던 Kamii와

Russell(2012)과 달리 경과시간을 사회-전통적인 지식으

로 접근한다. 이는 시간 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서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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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점에서 수학 교수란 학생들이 수학적인 아이디어

를 발달시키도록 물질적인 인공물 및 도구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소개하고, 활동을 통해 그 성질을 끌어내는 일

이므로(Earnest, 2015, 2017; Sfard, 2007, 2008; Vygotsky,

1978, 1986), Earnest(2017)는 시간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도구이자 학생들의 일상 및 수학교실에서 빈번히 사용되

는 아날로그 시계 및 디지털 시계를 통해 경과시간에 대

한 학생들의 이해를 조사하였다. 시간 인식이 수학적인

상징체계 중 가장 적게 연구된 분야 중 하나임을 고려하

더라도(Burny et al., 2009; Friedmen & Laycock, 1989;

Smith Ⅲ & Barrett, 2017), 시간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상인 시계 조작을 통하여 경과시간의 이해에 접근한

연구가 근래에서야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의 경과시간 이해에 대한 활발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Type of
representation

The elapsed time task in prior
literature

Analog clock

(Earnest, 2017, p. 205)

Digital clock

(Earnest, 2017, p. 205)

Column method

(Kamii & Russell, 2012, p. 302)

Word problem

(Kamii & Russell, 2012, p. 304)

[Table 1] Four representations on elapsed time regard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Earnest(2017)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관점에

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경과시간이 제시되는 방식(아

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 뿐 아니라, 수학 교실에서

경과시간이 제시되는 방식(세로셈과 문장제) 또한 함께

고려함으로써 경과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보다 포

괄적으로 접근한다.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경과시간 제시

방식 네 가지는 [Table 1]4)과 같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경과시간 이해를 다루

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Nam & Chang(2016)은 초등학

교 1∼5학년을 대상으로 시각과 시간에 대한 이해 검사

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경과시간 계산 능력은 고학년이

되어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Kwon

(2019)은 수학 교과서에 실린 시간 관련 문항에 대한 학

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시간 띠를 활용하여 경과시간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 수

학 교과서에 실린 시간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도 지속적

으로 수행되고 있었다(e.g., Cho & Lim, 2010; Han, 2021;

Nam & Chang, 2017; Pang et al., 2016).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경과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보다 포

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 연구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혼합 연

구는 복수의 방법론적인 전략의 혼합, 혹은 하나의 방법

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관심 현상을 다루기 위해

또다른 방법으로부터 유도된 기술을 사용하는 단일 연구

이다(Morse & Niehaus, 2009). 혼합 연구 설계에 대해

합의된 관점은 존재하지 않지만(Buchholtz, 2019), 이 연

구에서는 Greene, Caracelli, & Graham(1989)이 제시했던

혼합 연구 방법의 세 번째 목적인 연구의 발전

(development)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방식은 한

연구 방법에 따라 나온 결과를 또 다른 연구방법을 개발

하거나 예고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데

이터 샘플링이나 실행, 측정과 같은 결정들을 모두 포함

4) 본 연구는 경과시간의 다양한 표현을 담론적으로 지각가능한 기

표(signifier)의 구현으로 간주하지만 [Table 1]에서 소개하는 사

례들은 개념의 실체화된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선행 문헌에서 경

과시간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 방식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

으므로 기표와 구분하여 표상(representation)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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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elapsed time item across realized

signifiers

한다.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해결에 대한 양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속 질문을 생성하고, 이에 따라 개별 면담

방법 및 면담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시행하

였다.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15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

에서는 시간에 대한 학습이 3학년 1학기에 종료되므로,

연구 시행 시점인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경

과시간 학습을 마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2학년 2학기 시기에 ‘1시간=60분’이라는 시간 단

위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시와 분 단위의 경과시간을 학

습하였고, 3학년 1학기 시기에는 초 단위의 경과시간까지

학습한 상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 소재한 4개 초

등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업 성취 수준은 다양하다.

2. 연구 설계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 115명을

대상으로 경과시간 수행 검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을 분석

하여 아날로그 시계 기표 문항에서 특히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학생 59명을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면담 참여가 가

능한 학생 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1) 경과시간 수행 검사

경과시간 수행 검사를 위해 총 48개의 문항이 개발되

었다. 먼저 학생들의 경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Earnest, 2017; Kamii & Russell, 2012;

Williams, 2012)를 분석하여 분침의 위치와 경과시간의

크기를 각각 반영한 총 12가지의 시각 세트가 설정되었

다. 각각의 시각 세트는 4가지 구현 기표-아날로그 시계

기표, 디지털 시계 기표, 세로셈 기표, 문장제 기표-로 제

작되어 결과적으로 총 48개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기표별

문항 샘플이 [Fig. 3]에 제시되었다. 48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0.91로 강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으므

로(Cohen, Manion, & Morrison, 2002),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 집중력을 고려하면 한

자리에서 48개의 문항을 집중하여 풀어내기가 현실적으

로 어렵고, 담임 교사의 협조 관계로 문항 검사를 반복하

여 치르기 또한 어려웠다. 이에 문항을 분리하여 1인당

검사 문항의 수를 최소화하여 단회 실시하기로 하고, 데

이터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Glas(2019)가 제공한 4

가지 평가 설계 방법5) 중 문항을 통한 연결 설계 방식으

로 검사를 설계하였다. 개발된 12가지의 시각 세트

[1,2,3,4,5,6,7,8,9,10,11,12]를 한 세트씩 중복되도록 분할하

여 [1,5,9,10,12], [3,4,8,11,12], [2,6,7,10,11] 3개의 검사지로

분리하였다. 1개의 시각 세트당 4개의 문항이 속해있으므

로 각 검사지는 5개의 시각 세트, 즉 20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세 검사지의 정답률은 각각 .70, .81, .69로 난이

도가 유사하였고, Cronbach’s  값은 각각 0.92, 0.86,

0.76으로 검사지별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검사지별로 60명의 응답 인원이 계획되었으나, 검사 시

기의 등교 상황 및 학생 협조 관계로 3개의 검사지에 실

5) Four designs for test equating(Glas, 2019,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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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et
Student gro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Group A 52 52 52 52 52

Group B 28 28 28 28 28

Group C 35 35 35 35 35

Sum 52 35 28 28 52 35 35 28 53 87 63 80

[Table 2] Number of collected responses upon time-set items

제로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수는 각각 52명, 28명, 35명이

었다. 세 그룹 학생들 간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p>0.05

로 나타나 그룹에 따른 문항 득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2) 개별 면담

경과시간 수행 검사 실시 결과, 아날로그 시계 기표로

제시된 경과시간 문항 점수는 디지털 시계, 세로셈, 문장

제 기표로 제시된 경과시간 문항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시계 기표 문항

에서 여타의 문항 유형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학생 59

명을 식별하였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계 문항 60%,

디지털 시계 문항 100%, 세로셈 문항 80%, 문장제 문항

100%의 정답률을 나타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59명

의 학생들 중 부모의 동의에 따라 개별 면담 시간을 확

보한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40분에 걸쳐 개별 면담

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먼저, 학생들이 풀었던 검사지

를 다시 풀면서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하게 하였다.

검사지 풀이가 종료된 후에는 경과시간 계산의 어려움,

구현 기표에 따른 계산방식의 차이, 선호하는 기표 등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경과시간 수행 검사에서 시각 세트 별로 수집된 응답

의 수는 [Table 2]와 같다. 검사지 별 20개의 문항을 100

점으로 환산하여 문항별로 정답은 5, 오답은 0으로 코딩

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

현 기표별 득점의 분포와 함께 구현 기표별 득점의 통계

적 차이가 분석되었다.

개별 면담에서는 학생들의 대화 및 제스처, 필기 등이

담긴 비디오 자료와 검사지에 적힌 필기가 수집되었다.

비디오 자료는 모두 전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수학 학

습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관점(Sfard, 2008)에서 분석되었

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하는 동안 그들의 담론

에서 끊임없이 쫓고 있는 수학적 대상을 밝히고자, 수학

교실에서 사용되는 기표들을 각자의 담론에서 어떻게 구

현하고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형도로 시각화

하였다. 더 많은 기표들과 연결성을 갖는 기표는 수형도

의 상단에, 다른 기표와의 연결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된 위치에, 다른 기표와 연결되지만 능숙하지 않은 경우

에는 수형도의 하단에 위치시켰다. 연구자가 제작한 학생

별 구현 기표 수형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점검(Creswell, 2009)을 실시하였다. 동료 점검은 수학교

육 전공의 다른 연구자들에게 학생별로 작성된 경과시간

기표 구현 수형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Ⅳ. 결과분석 및 논의

연구 결과는 각각의 연구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두 개

의 절로 구성되었다. 1절에서는 첫 번째 연구 질문 ‘경과

시간 구현 기표에 따라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수행에

는 차이가 있는가?’를 참조하면서, 제시된 구현 기표에 따

른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해결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2절에서는 두 번째 연구 질문, ‘학생들

은 경과시간 과제 해결을 위해 경과시간을 어떤 방식으

로 구현하고 있는가?’를 참조하면서, 개별 학생들의 경과

시간 기표 구현 수형도를 조사한 사례 연구 결과를 제시

한다.

1. 구현 기표에 따른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수행

제시된 구현 기표(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세로셈,

문장제)에 따른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표 별로 5개 문항의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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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ore

n Mean Std. Dev. F p Scheffe

Realized

Signifier

Analog Clocka 115 61.57 31.36

6.918 0.000***

a<b,

a<c,

a<d

Digital Clockb 115 76.87 28.23

Column Methodc 115 76.00 26.25

Word problemd 115 74.43 30.84

[Table 3] One-way ANOVA results of the data regarding the realized signifier of elapsed time

[Fig. 4] Boxplots of performance for elapsed time task by

each realized signifier

[Fig. 4]는 기표 별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수행 결과

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문항 점수 평균은 각각 61.57,

76.87, 76.00, 74.43점으로 디지털 시계, 세로셈, 문장제, 아

날로그 시계의 순으로 문항 점수 평균이 높았다([Table 3]

참조). 네 가지 기표 중에서 아날로그 시계 기표로 문항이

제시될 때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가장 낮게 형성되었고,

나머지 세 가지 기표의 문항 점수 분포는 비슷하였다. 학

생들은 디지털 시계, 세로셈, 문장제 기표로 문항이 제시

될 때에 비하여 아날로그 시계 기표로 문항이 제시될 때

경과시간의 계산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과시간이 구현된 기표에 따른 문항 점수 평균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

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평균을 기준

으로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을 만족하였고,

F=6.918, p<0.001로 구현된 기표에 따른 학생들의 문항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표에 따른

문항 점수의 사후비교 분석을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 시계 기표와 디지털 시계 기표

에 따른 문항 점수의 평균차는 15.304이고 유의확률은

0.001, 아날로그 시계 기표와 세로셈 기표에 따른 문항 점

수의 평균차는 14.435이고 유의확률은 0.003, 아날로그 시

계 기표와 문장제 기표에 따른 문항 점수의 평균차는

12.870이고 유의확률은 0.012로 나타나 p<0.05에서 아날로

그 시계 기표로 제시된 경과시간 문항 점수는 디지털 시

계, 세로셈, 문장제 기표로 제시된 경과시간 문항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생들은 아날로그

시계로 제시된 경과시간 계산 과제를 디지털 시계, 세로

셈, 문장제로 제시된 경과시간 계산 과제와 다른 방식으

로 해결하고 있었다. 아날로그 시계 기표를 제외한 나머

지-디지털 시계, 세로셈, 문장제- 기표로 제시된 문항 점

수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제시된 구현 기표에 따른 차별화된 과제 수행은 학생

들이 기표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과시간 과제를

수행함을 내포한다. 경과시간 과제가 아날로그 시계 기표

로 제시될 때, 학생들은 여타 기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

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은 아날로그 시계 문항

에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유독 낮다는 사실과 관련성

을 갖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개별학생들

의 사례를 통해 경과시간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각 기표

들이 구현되는 방식을 밝히고,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시

계 기표의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2. 경과시간 기표의 구현-세 학생의 사례

이 절에서는 경과시간 과제를 해결하는 개별 학생들의

기표 구현 방식을 조사한다. 아날로그 기표 문항에서 특

히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을 실시하고, 경과시간 기표 구현 수형도 상의 아날로그

시계 기표의 위치가 이들의 낮은 정답률에 대한 서로 다

른 설명을 제공해주었던 대표적인 세 학생(가연, 미아, 승

민6))의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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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a-yeon’s realization tree of the signifier “Elapsed

time from 6:30 to 8:20”

1) 가연의 사례

가연은 경과시간 과제에서 50점을 득점한 하위권 학생

이다.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 기표 문항에서 각각

40%의 정답률을, 세로셈과 문장제 기표 문항에서 각각

60%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가연은 네 가지 기

표에 완전히 능숙하지는 않지만 시계 형태의 기표보다는

세로셈이나 문장제 형태의 기표에 조금 더 능숙할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가연의 경과시간 기표 구현

방식에 관한 개별 면담 발췌이다.

1 Ga-yeon(이하 G): 저는 이렇게[아날로그 시계]7) 나왔을

때가 요거[눈금]를 계속 구별을 해야되니까. 구별이 힘

들어요. 그리고 쉬운 거는 이거[문장제]. 앞에랑 뒤에

꺼를 다 알려주니까 거기서 빼면 되니까 쉬워요.

2 Interviewer(이하 I): 그러면 요것도[세로셈, 디지털 시계]

도 앞에랑 뒤에를 다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다른데? 문

장제하고?

3 G: 어..

4 I: 이건 말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5 G: 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6 I: 그러면 이거[아날로그 시계] 풀 때는 어떻게 푸나요?

7 G: 저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시계방향 움직임]

해서 계산을 해요.

8 I: 계속 이렇게 돌면서? [시계방향 움직임]

...

11 I: 아 그러면 가연이는 요거[아날로그 시계] 풀 때는 세로

셈으로 전혀 못하고 돌려가지고 푸니까 부정확할 때가

있다.

12 G: 네. 왜냐면 얘[분침]가 쪼금 옆으로 갔을 때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서

13 I: 얘[디지털]는 그냥 세로셈으로 해버리면 되고.

14 I: 얘[문장제]는 말로 해주니까 더 쉽고?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15 G: 네.

가연은 아날로그 시계로 경과시간이 구현되는 경우에

는 여타 기표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경과시간을 계산하고

6) 모두 가명이다.
7)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발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명사로

지칭된 대상이나 문장에서 생략된 단어, 제스쳐 등을 [ ]로 표기

하여 삽입하였다.

있었다. 이 다른 방식은 직접 시계의 눈금을 세어 경과시

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line 1], 가연은 눈금을 세어가는

과정에서 눈금들을 놓치거나 중복되지 않게 정확하게 식

별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이 어려움은 아날로그 시

계 기표로 문항이 제시될 때 학생들의 유독 낮은 정답률

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된다.

가연은 아날로그 시계로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로셈 기표를 통해 경과시간 과제를 해결하는 경

향을 드러냈다. 또한 문장제 기표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나타냈는데, 문장제 기표는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상황

으로 풀어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문장제 문

제 역시 세로셈 전략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과시간의 계산에 대한 가연의 담론에서는 경과시간 기

표가 세로셈 기표로 구현된 후, 디지털 시계 기표와 문장

제 기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시계 기표는

이와는 독립적으로 구현된다.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Fig. 5]에 그려진 경과시간 기표 구현 수형도는 경과

시간에 대한 가연의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준다. 아날로그

시계 기표의 독립된 위치는 가연이 아날로그 시계 기표

와 나머지 기표들 간의 전이에 능숙하지 못함을 의미한

다. 가연은 아날로그 시계에서 시계바늘의 움직임으로 나

타나는 경과시간과 디지털 시계에서 숫자의 변화, 문장제

에서 스토리로 제시되는 시작 시각 및 끝 시각 상황이

동일한 경과시간의 개념을 의미한다는 내러티브를 아직

완전하게 승인하지 못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채린258

[Fig. 6] Mia’s realization tree of the signifier “Elapsed time

from 6:30 to 8:20”

2) 미아의 사례

미아는 경과시간 과제에서 90점을 득점한 상위권 학생

이다. 아날로그 시계 기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기표로 제시된 문항들은 모두 만점이었고, 아날로그 시계

기표 문항의 정답률은 60%였다. 이를 통해 미아는 아날

로그 시계 기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기표에 충분히

능숙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미아의 경과시간

기표 구현 방식에 관한 개별 면담 발췌이다.

1 Mia(이하 M): 저는 이 동그란 시계가 제일 어려웠어요.

2 Interviewer(이하 I): 아날로그 시계? 왜?

3 M: 식을 안하고 그림으로 보고 해야되니까 살짝 조금 어

려웠어요.

4 I: 그럼 제일 쉬운 건 뭐였어?

5 M: 세로셈이요.

...

10 I: 왜?

11 M: 세로셈이 계산하기도 더 편하고. 이렇게[아날로그 시

계]는 그림은 더 헷갈려요.

...

14 I: 그러면 미아는 뭐든 이거[경과시간 계산]를 하기 위해

서는, 이거는 시계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세로셈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답을 써

야되네? 뭘 해도?

15 M: 네.

16 I: 문장제 문제도 그렇고. 디지털 시계도 마찬가지고? 그

러네.

17 M: 네.

18 I: 문장제가 쉽다고 생각한 건 숫자가 반복되어서? 다른

때는 어때?

19 M: 다른 때는 문장이 살짝 헷갈리기는 한데 그것도 세로

셈으로 하면 괜찮아요.

20 I: 미아는 왜 세로셈이 좋을까?

21 M: 세로셈이 더 알기도 편하고 쓰기도 더 편해요.

미아 또한 가연과 같이 아날로그 시계 기표로 제시될

때가 경과시간 계산이 가장 어렵다고 하면서 아날로그

시계 그림에서 눈금을 읽어서 경과시간을 계산하기가 어

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아는 가연과 달리

아날로그 시계로 경과시간이 제시되는 경우도 세로셈 기

표로 바꾸어서 계산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이

가 있었다[line 14 & 15]. 세로셈으로 바꾸어 해결하는 전

략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시계 기표 과제에서의 미아의

낮은 정답률은 아날로그 시계 기표 문항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또다른 증거가 된다.

미아는 아날로그 시계를 포함한 모든 기표에서 항상

세로셈을 통해 경과시간 과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

냈다. 세로셈에 대해서 특별한 호감을 나타냈는데, 세로셈

은 여타의 정보 없이 수학 기호로만 제시되기 때문에 바

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line 11 & 21].

문장제에서도 문제 상황에 대한 안내보다는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이 숫자로 주어지기 때문에 쉽다고 하였다[lin 18

& 19]. 결과적으로 경과시간 계산에 대한 미아의 담론에

서는 경과시간 기표가 세로셈 기표로 먼저 구현된 후, 세

로셈 기표가 아날로그 시계 기표, 디지털 세계 기표, 그리

고 문장제 기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세로셈 기표는

미아의 경과시간 구현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Fig. 6]에서 여타의 기표와 빠짐없이 연결된 세로셈

기표의 핵심적인 위치는 미아가 세로셈 기표를 통한 나

머지 기표들 간의 전이에 익숙함을 의미한다. 구현 기표

간의 능숙한 전이는 경과시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의

미하는 듯이 보이지만 미아는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

두 바늘 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시와 분의 양적인

상관관계나 경과시간이 내포하는 시간적인 양으로서 경

과시간을 접근하기보다는 가시적으로 주어진 두 순서쌍

의 계산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경과시간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이

기 보다는 쓰여진 순서쌍의 차를 구하는 계산전략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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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ung-min’s realization tree of the signifier “Elapsed

time from 6:30 to 8:20”

계적인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에 가깝다. 미아는 어떠한

기표로 제시된 경과시간이든지 간에 12진법과 60진법이

각각 적용되는 기계적인 순서쌍의 뺄셈의 내러티브로만

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승민의 사례

승민은 경과시간 과제에서 85점을 득점한 중상위권 학

생이다. 디지털 시계와 문장제 기표로 제시된 문항에 대

해서는 모두 100%의 정답률을 보였지만,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는 60%의 정답률을, 세로셈 기표에서는 80%의

정답율을 보였다. 아날로그 시계 기표로 제시된 문항에서

의 특별히 낮은 점수는 가연, 미아와 유사하게 승민이 아

날로그 시계 기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해준

다. 그러나 승민은 개별 면담에서 이들과 정반대의 경향

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승민의 경과시간 기표 구현 방식

에 관한 개별 면담 발췌이다.

1 Seung-min(이하 S): 일단은 아날로그 시계로 나오는 게

제일 쉽고요.

2 Interviewer(이하 I): 아날로그 시계가 제일 쉽다. 왜?

3 S: 그 시계 분침이랑 시침이 자세하게 시각을 가리키니까.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쉽고, 제일 어

려운 건, 엄청 어렵진 않지만, 그.. 식[세로셈] 이런거

요.

4 I: [세로셈이] 왜 어려웠어?

5 S: 이게 막 받아올림 받아내림 이거 표시 안하면 헷갈리

니까 문제가 되요.

6 I: 그러면 요거[문장제] 어땠어? 요거는 그냥 그랬어?

7 S: 얘[문장제]는 뭐 머릿속에 시계 그려가지고.

8 I: 이걸[문장제를] 다시 시계로 그려가지고.

9 S: 그러거나 아니면 이거를 빈칸에 작은.. [아날로그 시계

를 그린다]

10 I: [아날로그] 시계를 [직접] 그려?

11 S: 네.

12 I: 아 이런거[문장제] 풀 때 머릿속에 작은 아날로그 시계

를 그려 가지고 푸는거야?

13 S: 네.

14 I: 얘[디지털 시계]는?

15 S: 얘[디지털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로 머릿속에 바꿔서

푸는 거예요.

16 I: 그럼 아까 세로셈은 그게 안되는구나.

17 S: 네 세로셈은 좀.. 아날로그 시계로 바꾸는 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헷갈려요.

승민은 경과시간 과제 수행 결과와는 다르게 아날로그

시계로 경과시간이 구현되는 경우가 가장 쉽고, 세로셈으

로 구현될 때 가장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승민이 세로셈

으로 경과시간이 구현될 때에 느끼는 어려움은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 대한 승민의 특별한 선호와 관련이 있었다.

승민은 아날로그 시계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머릿속

으로든 종이에든 주어진 과제를 아날로그 시계로 다시 그

려서 경과시간 과제를 해결하고 있었다[line 7 & 9]. 세로

셈 기표로 과제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받아내림이 있는 뺄

셈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라는 강제적인 지시로 받아들여지

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를 그려서 해결하지 못해 어렵게

느꼈던 것이다[line 5]. 결과적으로 경과시간의 계산에 대

한 승민의 담론에서는 경과시간 기표가 아날로그 시계 기

표로 먼저 구현된 후, 다시 디지털 시계 기표와 문장제 기

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세로셈 기표는 이와는 독립

적으로 구현된다.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Fig. 7]과 같

다.

[Fig. 7]에 그려진 경과시간 기표 구현 수형도는 경과

시간에 대한 승민의 이해를 조망해준다. 세로셈 기표의

독립된 위치는 승민이 경과시간의 계산을 시계바늘의 움

직임을 통해 시와 분의 양적인 상관관계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수적인 연산의 대상으로 연결짓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지점은 승민의 담론에서 경과시간에

대한 기표들이 아날로그 시계 기표의 구현임에도 불구하

고 막상 승민은 아날로그 시계 문제에서 가장 낮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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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ung-min’s solutions for the elapsed time task represented by the analog clock signifier

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승민은 경과시간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주어진 문제를 아날로그 시계로 변환하여 해결하

고 있음에도, 막상 변환이 필요 없는 아날로그 시계로 주

어진 문제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었다. 승민의 오류는 시

침이나 분침의 불명확한 식별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시작

시각의 분침이 끝 시각의 분침보다 큰 수를 가리킬 때,

분 단위의 받아올림에 대한 불완전한 처리에 그 원인이

있었다. [Fig. 8]의 좌측과 같이 시작 시각의 분침(15분)보

다 끝 시각의 분침(0분)이 더 작은 수를 가리킬 때에는

시침이 4시에서 7시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은

두 바퀴만 회전하기에 2시간으로 세어야 하는데, 시침이

4시에서 7시로 변화하였으므로 3시간으로 적는 식이다.

[Fig. 8]의 우측 역시 처음에는 좌측과 같은 방식으로 6시

에서 8시로 변화한 것으로 취급하여 2시간으로 응답하였

으나, 이내 다시 답을 수정한 것이다.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 드러난 승민의 오류는 가연과

미아가 진술했던 아날로그 시계에서의 어려움과 같은 선

상에 있다. 가연과 미아가 아날로그 시계로 경과시간을

해결하는 어려움의 원인으로 눈금을 부정확하게 셀 가능

성 때문이라고 응답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이들 또한 시

계바늘이 시작 시각부터 끝 시각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계바늘의 회전 횟수와 더불어 지나가게 되는 눈금의

수를 정확하게 세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만 가

연과 미아는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의 경과시간 계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아예 아날로그 시계 기표를 다른 형

태의 기표로 전환하여 계산했던 것이다. 이는 경과시간을

배우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 아날로그 시계 기표가 완전

하게 수용되지는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의 한 단면을 보

여준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경과시간에 대한 학

생들의 이해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 ‘경과시간

구현 기표에 따라 학생들의 경과시간 과제 수행에는 차

이가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15명

을 대상으로 경과시간 문항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현된 기표에 따라 학생들의 문항 점수 평균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 다른 세 가지 기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동일한 경과시간이라도 주어지는

기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가능성, 특히 아날로

그 시계에서 여타의 기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가

능성을 암시해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의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두 번째 연구 질문 ‘학생들은 경과시간 과

제 해결을 위해 경과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

는가?’가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아날로그 시계 기표로 제

시된 문항에서 특히 낮은 정답률을 보였던 세 학생의 사

례를 분석하였다. 세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각기 서로 다

른 구조의 경과시간 기표 구현 수형도가 도출되었다. 개

별 수형도에서 아날로그 시계 기표의 특징적인 위치는

이들이 드러낸 아날로그 시계 문항에서의 낮은 정답률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경과시간의 계산에서 나타난 승민의 오류는 초등학교

2-5학년 학생들이 분침이 눈금 12를 지나가게 되는 경과

시간의 계산에서 흔히 보고되는 오류이다(Kamii &

Russell, 2012). 분침이 눈금 12를 지나는 경과시간의 한

사례인 6시 40분부터 9시 15분까지의 계산을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60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 분 단위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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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 시 단위를 연동하여 동시

에 고려할 것을 요구받는다. 6시 40분부터 9시 15분까지

라고 해서 시와 분을 분리하여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으

로 간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6

시 40분부터 7시 40분, 8시 40분까지 순차적으로 시를 2

만큼 증가시키고, 8시 40분부터 9시 15분까지는 분 단위

가 60-40+15만큼 증가시켜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아

날로그 시계 위에서 경과시간을 직접 세어서 구해내는

경우에는 시계바늘의 회전 횟수를 놓치지 말고 세어야

하므로 시와 분에 서로 다른 진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고

려해야 할 것이 더욱 많아진다. 이와 같이 경과시간 계산

과정은 위계가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진법의 두 단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Kamii와

Russell(2012)도 같은 맥락에서 경과시간에서 학생들이 범

하는 오류의 주요 원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

로 하여금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위를 구성하고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arnest(2017) 또한 시간 관계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학교에서 시각을 배우는 나이대에서는 아직 거리나 물리

적 위치처럼 가시적이면서 유형적인 성질의 사건과 별개

인 양으로 시간을 분리시켜내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을 고려해볼 때, 학교 수학에서 너무 어린 학생들에게 아

날로그 시계에서 서로 다른 단위 간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조작가능한 구체물을

기표로 포함하는 수 세기나 연산, 도형 개념과는 현저하

게 다른 시간 개념을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학습한

다는 사실은(e.g.,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Ministry of Education, 2015;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enter for Best

Practices &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2010; 文部科学省, 2017) 초등학생들이 시간이라는 주제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본 연구

역시 Kamii와 Russell(2012), Earnest(2017)의 주장을 반

복하며, 경과시간, 특히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위계가 있는 두 단위의 조정을 할 준

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경과시간의 계산을 요구하는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경과시간의 내용을 보다 상향할 것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세 학생의 경과시간에 대한 구현 기표 수형도들

은 수학 교실에 참여하는 내담자들이 동일한 기표를 얼

마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준

다. 다른 기표와 연결되지 못한 아날로그 시계 기표의 독

립된 위치(가연), 경과시간 기표 아래 아날로그 시계 대

신 세로셈 기표를 바로 연결시킨 뒤, 아날로그 시계 기표

를 그 아래에 두기(미아), 경과시간 기표 아래 아날로그

시계 기표를 연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로셈 기표의

단절된 위치(승민) 등은 학생들이 경과시간의 계산을 어

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시계 기표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난 이들의 오류가 실은 서로 다른 원인에

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구현에서 또 하나의

구현으로 능숙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수학적 문

제 해결의 요지임을 고려해볼 때(Sfard, 2008), “경과시

간”이라는 기표에 대한 구현 트리의 풍부함, 깊이, 교차-

상황적인 안정성 등은 학생들의 담론의 질, 즉 경과시간

에 대한 이해를 진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동시에

이 진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담론 너머에 있는 친숙한 실

생활 대상이나 경험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게 뻗은 가지

들을 포함하는 구현 기표 수형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려

면 어떤 기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재구조화하게 할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이들의 수학적 문제 해

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개별적인 지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 학습자들의 담론을 조사함에도 불구하

고 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시간에 대한 경험 및 선수

학년에서의 학습 경험을 배제하였다는 제한을 갖는다. 이

는 학교 수학에서의 시간 학습이 학습자들의 실생활에

기반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추후 연구에

서는 개별 학습자의 시간 경험을 포함한 역사적인 조사

를 통해 이들의 경과시간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과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사회문화적인 관점(Saxe, 2012; Sfard,

2007; Vygotsky, 1978)에서 사회적, 수학적 관습에 따른

기표의 구현으로 상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가

관습에 의해 제공되는 기표들과 어떤 식으로 얽혀있는지

를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이를 통해 수학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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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내재된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수학적 관습에 따른 기표

(세로셈과 문장제)만을 다루거나(Kamii & Russell, 2012),

사회적 관습에 따른 기표(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

만을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Earnest, 2017)에서 더 나아가

수학적 관습과 사회적 관습에 따른 기표들을 모두 포함

하여 학생들의 경과시간 이해에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과시간 이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과시간 과

제에서 동일한 오류를 보일지라도 그 기저에 있는 학생

들의 서로 다른 이해를 확인하고 교수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

과시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보다 실증적이면서도 개별화된 진단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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