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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Kamii & Rusell(2012)은 많은 교사들이 초등 수
학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로 경
과시간을 꼽는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경과시간은 배우
기도 가르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쉽지 않은 경과시간을 학교수
학에서 다루는 이유로는 시간이 일상의 한 측면이라는
점 외에도 경과시간은 속도와 변화에 관한 수많은 과학
적 탐구의 기초를 제공하고(Earnest, 2017) 현상의 변화
와 관련된 수학 내용과의 밀접한 연결성을 갖는다는 점
(Yerushalmy & Shternberg, 2005)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에
경과시간을 포함하지만(e.g., 교육부, 2015;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2;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enter for Best
Practices &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2010; 文部科学省, 2017), 경과시간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여타 측정 영역의 내용들에 비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편이다(Burny et al.,. 2009;
Friedman & Laycock, 1989; Kamii & Russell, 2012;
Earnest, 2017).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교사, 학생, 그리고 수
학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Cohen & Ball, 1999). 그러므로 경과시간의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가르침, 학생의 배움, 경과
시간 내용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학생의 배움은 곧 교사의 가르침에 의해 결
정되므로(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이 연구에
서는 수학 수업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 교사를 중심에
놓고 살피고자 한다. 실제 교사들이 경과시간을 어떻
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경과시간의 교
수·학습에 얽힌 난점의 타개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기회(Opportunities to learn)는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수업을 포착하는 다양한 접근 중 하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수학교실에서 시행되는 경
과시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학 학습기회를
탐색하는 것이다. 경과시간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 후속 학
년과의 수학적 연결성을 갖도록 경과시간을 양적으로 대
상화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을 문서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초등교사의 경과시간 도입 수업을 관찰하고 내러
티브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도구를 사용
하여 학생들이 경과시간을 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었으며, 같은 도구라도 서로 다른 양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한 교사는 시계바늘의
회전 바퀴 수로 양적 대상화를 시도한 반면, 다른 교사는
시계바늘이 아동한 거리로 경과시간의 양을 표상하였다.
시간띠의 길이 속성으로 경과시간의 양을 표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시간의 수업에서 다양하게 포
착된 양적 대상화 사례들의 교수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I. 서론
많은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학에서 시간이라는 주제
를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Earnest 2017;
Earnest, Gonzales, & Plant, 2018; Kamii & Russell,
2012; Williams, 2012).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간 주제는
특정 시점을 지칭하는 시각과 두 시점 간의 거리를 의
미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한채린, 2021a), 학생들
은 어떤 사건이 지속되는 기간(duration)을 의미하는
후자의 시간 개념, 경과시간 문제 해결에 있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어려움은 몇몇 선행 문헌에서도
보고된다(한채린, 2021b, 2021c; Burny, Valcke, &
DeSoete, 2009; Earnest, 2017, 2019, 2021; Earnest &
Chandler, 2021, Earnest et al., 2018; Han, 2020;
Kamii & Russell, 2012; Monroe, Orme, & Erickson,
2002). 학생만 경과시간의 개념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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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학습기회의 조작적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다수의 연구물에서 학습기회는 학생의 학습을 예측하
는 최적의 지표라고 보고한다(Cai et al, 2020). 그러므
로 학습기회는 경과시간 수업이 학생들의 배움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지를 살피는 효과적인 프레임이 될 수
있다. Kurz(2011)는 학습기회의 구인으로 시간, 내용,
질을 꼽는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주제에 시간을
쏟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도록 하는지가 학습기회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같
은 맥락에서 경과시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업은 이
들이 경과시간의 내용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수학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통해 포착이 가능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경과시간의 수업에서 제공되는 양적 대
상화의 기회를 통하여 교사들의 교수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는 실제 경과시간의 교수
를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습기회로 포착하여 보고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갖는다. 초등학교 수
학교실에서 시행되는 경과시간 수업에서는 어떠한 학
습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경
과시간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교실 세
곳을 관찰하였다. 세 명의 초등교사들이 학생들이 경
과시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학
습기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과시간
의 양적 대상화 시도의 교수학적 의미를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과시간의 교수·학습
경과시간이란 어떤 사건이 지속되는 기간(duration)
이자 두 시점 간의 시간적인 거리로, 시간적인 양을
측정한 결과이다. 양이란 어떤 상황의 측정가능한 속
성(Thompson, 1994)으로, 양화(quantification)한다는
것은 곧 측정가능한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뜻한다(Moore, 2013; Moore & Carlson, 2012;
Thompson & Carlson, 2017). 경과시간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시간을 어떤 상황의 측정가능한 속성으로 보고,
이를 양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시간적인 양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에 학생들은 경과시간을 양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Earnest, 2017). 이
어려움은 시각과 시간의 학습 경로에 있어 경과시간을
학습하는 지점에서 급격한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대부분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경과
시간 이전에 시계를 보고 시각 읽기를 먼저 다루는데
(한채린, 2021a),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시각을 수로
나타내는 데에는 숙달될 수 있지만, 이 수가 시간적인
양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시계를 보
고 2시 30분이라고 읽을 수는 있지만, 이 2시 30분이
정각으로부터 2시간 30분만큼 흘렀다는 시간적인 양도
함께 나타낸다는 사실까지 함께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경과시간이 도입되는 시점의 학생들
은 한 시점을 나타내는 수로서의 시각에 대한 관점을
넘어 양적인 대상으로서 시각을 바라보아야 하는 전환
의 기로에 서게 된다.
경과시간을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양적
대상화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경과시간을 계산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1시간은 60분과 같다는 두
시간 단위 간의 위계관계와 덧셈과 뺄셈 연산만으로도
경과시간의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한
측면인 경과시간 문제의 결과를 값(value)으로 받아들
이지 못한다면 그들의 문제 해결은 양 간의 관계에 대
한 추론보다는 그저 숫자 선택에 그치는(Sowder,
1988) “ungrounded debate”(Smith & Thompson, 2008,
p. 110)가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양적인 추론이야말
로 학생들이 그들 주변 세상의 특성들을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의 수학적 이해를 의
미 있게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
(Ellis, 2007; Hackenberg, 2010; Moore & Carlson,
2012; Thompson, 1994; Thompson & Carlson, 2017).
이와 같은 견지에서 경과시간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경과시간을 양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은 학생
들의 향후 수학적 이해를 탄탄하게 해줄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된다. Thompson(2011)은 양이 수학교육의 중
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넓이나 부피는 너무나
명백하게 (학생들에게) 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만 사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상-속성-양화라는 변
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양을 구성해야 하며 이 과정은
당연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경과시
간에 대한 양적 대상화는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획득하
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수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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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있을 때에야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Males &
Earnest(2015)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초등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많은 교과서에서 시
각과 시간 내용에서 그저 시계를 읽는 절차적인 면만
강조할 뿐, 세상의 한 측면을 측정한 양으로서 시간에
대한 개념적 이해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보고하였다.
아직까지 경과시간의 교수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
지만 수학교사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를 통해
(Schmidt et al., 1997) 경과시간의 교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시간띠를
통해 경과시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한다([그림 1] 참조).
시간띠는 단위 시간을 길이 속성으로 표상하여 띠의
길이를 통해 경과시간을 양적으로 표현하므로 학생들
은 아날로그 시계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도 시간띠를
통해 경과시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띠는 큰 단위와 작은 단위의 수량적 관계에 대한
병기가 어렵고,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는 면에서 시간
단위 간의 위계관계를 반영하거나 사건의 선후를 표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수직선은 눈금의 크기
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간 단위를 중첩하여 표현할 수
있고, 양의 덧셈과 뺄셈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한채린, 2021a). 시와 분이라는 양을 나타내기 위한
시계판의 눈금이 수직선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시계에 내재된 수직선 메타포의 직시는 곧 양적 추론

[그림 1]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경과시간 개념에 사용

된 시간띠 사례(교육부, 2017, p. 88)

[그림 2] 미국 교과서에서 경과시간 개념에 사용된 수
직선 사례(Dixon et al., 2015, p.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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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가 된다(한채린, 2021a). 경과시간의 도입을 위
해 수직선을 사용하는 사례는 미국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수직선은 뛰어세기를 통해 시
단위와 분 단위의 경과시간을 함께 취급할 수 있고,
수직선 상의 방향성을 통하여 시작 시각으로부터 끝
시각까지의 경과시간 및 끝 시각으로부터 경과시간 만
큼 이른 시각을 구해내는 상황까지 보다 다양한 시각
적인 상황을 포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관찰한 수업에서는 모두 우리나라 수학과 교과서에
서 제시되는 시간띠의 사용만 관찰되었지만 결론 및
논의에서는 수직선 도구가 제공할 수 있는 양적 대상
화의 기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2. 수업과 학습기회
수업이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는 곳이라면,
학생에게 어떤 학습기회를 주었는지를 통해 교사의 가
르침이 평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학습기회는 학
생들의 성취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이지만 학습기
회가 곧 학생들의 성취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
라리 학습기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탐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설명에 귀기울이며,
자료를 읽고, 추측 혹은 정당화를 하게 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시간을 쏟게 만드는 제반 환경에 가깝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학습기회란 학생이
배울 기회라는 점에서는 비교적 자명한 듯 보이지만
연구자들은 학습기회의 구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
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기회를 측정해왔다. 한 주
제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거나(Berliner, 1979), 특정
주제가 가르쳐졌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도 하고(Husén,
1967), 수업에서 사용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학습기회
를 측정하기도 해왔다(Henningsen & Stein, 1997). Cai
et al. (2020)은 학습기회를 그 구인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
고 과제를 다루는 장면에서 부상하는 어떤 것이 학습
기회라고 우회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교사, 학생, 내용이 수업을 이루는 세 축이라는 관점
에서(Cohen, Raudenbush, & Ball, 2003) 학습기회는
교사, 학생, 내용 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Cai et al., 2020).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에서의 화
살표들이 수업에서의 학습기회가 된다. 이 상호작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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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의 기회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사례 연구 방법은 연구
문제가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
적절하며,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사례’를 통해 전체적
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로 담아내는 연구 방법이다(Yin,
2014). 이 연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경과시간 교수라는
현상을 세 명의 초등교사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의미
있는 특징을 도출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참여자
[그림

3]

상호작용으로서의

수업(Cohen

et

al.,

2003, p.124)

은 서로 간에도 영향을 미치며 다층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학습기회로서 상호작용의 양상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교사가 분수 내용과 상호작용하
는 데에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고려될 것이며, 또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분수 내용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식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모든 교
실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학습기회로 정의하기 시
작하면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
사의 핵심적인 위치가 두드러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의 복잡함을
인정하고, 여러 상호작용 중에서도 교사를 중심에 놓
고, 교사와 내용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기회를 살필 것이다. 이는 교사와 내용 간 상호작용이
가진 여타 상호작용과의 연결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
라, 방법론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여타 상
호작용과의 연결성을 배제한 후 부각된 상호작용에서
부터 학습기회를 규명해나가기 위해서이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교사가 경과시간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
내는 양적 대상화의 기회를 학습기회로 간주하고, 이
학습기회가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시각과 시간 단원 전반에 대한 교수·학습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8학년도 말
서울시 교육청 소속 단일 초등학교의 2학년 학급 전체
를 대상으로 시각과 시간 단원의 6개 내용 차시에 대
한 교사들의 수업과 소속 학생들의 수행 전반을 관찰
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당시에 수집된 6개 내용
차시 수업 중 경과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는 네 번째 차
시, ‘1시간을 알아볼까요’에 초점을 맞춘다. 여섯 명의
담임 교사 중에서도 경과시간의 개념 도입에서 특징적
인 양적 대상화 사례를 드러낸 세 교사의 수업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 세
명(A 교사, B 교사, C 교사)이다. A 교사는 12년, B
교사는 20년, C 교사는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소속이다. 세 교사
모두 수학교육 관련 학위는 소지하지 않았지만 수학
교육 및 수업 개선에 관심이 많고, 실제 비정기적인
학년 협의를 통해 수학 수업 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로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구자가 세 교사의 수업 및 동학년 협
의회를 직접 참관하고 사전·사후 인터뷰를 실시하는
Ⅲ. 연구방법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교사들은 수업에 앞서 동학년
비형식적으로 경과시간 지도에 대한 의견
이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과 협의회에서
을
나누었으며,
지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
시간 수업이라는 현상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양적 대 구 마련 방법에경과시간
관심을 가졌다. 교사들이 확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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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교수학적 도구는 칠판용 시간띠였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경과시간의 설명을 위해 제시되는 도구가
시간띠였기 때문이다. 칠판용 시간띠를 구하기가 어려
워지자 A 교사는 시간띠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B 교사는 칠판에 그려서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며, C 교
사는 도화지로 시간띠를 제작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였
다. 수업에 앞서 사전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
다. 인터뷰는 주로 수업 계획, 도구 사용 여부, 해당
내용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관한
것이었다. 경과시간에 관한 수업은 초등학교 정규 수
업 시간인 40분간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교실 뒤편에
서 수업을 관찰하며 필드 노트를 작성하였다. 수업 종
료 후에는 경과시간 지도의 소회 및 개선점에 대한 비
형식적인 개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로 이루어졌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수업 영상, 필드 노
트, 동학년 협의회 및 사전·사후 교사 인터뷰 과정에서
기록한 메모이다. 이 중 필드 노트, 동학년 협의회 및
사전·사후 교사 인터뷰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수
업 영상은 모두 전사되었으며, 이 연구는 경과시간 수
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기회에 주목
하므로 수업에서 교사의 발언 뿐 아니라 교사의 제스
처와 수업에서 사용된 도구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양적 대상화의 기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식별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도출
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
료를 반복해서 검토함으로써 나타나는 주제, 줄거리,
내러티브 패턴 등을 찾아내어 이를 연구 자료로 재구
성하는 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수업
영상을 반복 검토하여 교사의 발언과 제스처가 경과시
간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구간들을 도출하였다. 이때의
‘양’은 회전량, 눈금, 길이, 면적 등의 양적 속성을 갖는
모든 대상이며 경과시간을 해당 대상으로 표상하는 사
례들이 도출되었다. 연구자가 식별한 양적 대상화 장
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료점검(Creswell,
2009)을 실시하였다. 동료 점검은 수학교육 전공의 대
학원생에게 연구자가 식별한 상황이 경과시간을 양적
으로 대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부분 경과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 시계 교구를 활용하였으며 아날로그 시
계 상에서 한 시간은 긴 바늘로는 한 바퀴, 짧은 바늘
로는 한 칸만큼 이동한 거리와 동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과시간을 학생들에게 가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A 교사는 이 과정에서 시계바늘이 움직인 거
리가 아니라 시계바늘이 회전한 바퀴 수를 경과시간으
로 개념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시계바늘이 움직인 거
리와 회전한 바퀴 수 모두 경과시간을 양으로 대상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시계바늘이 움직인 거
리의 경우 시침과 분침에 모두 적용가능한 반면, 시계
바늘의 회전 바퀴 수는 분침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해당 차시의 목표가 1시간이 60분임을 알게 하
는 데에 있고, 다루는 경과시간의 범주가 1시간 또는 2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A 교사는 시침의 움직임
보다는 분침의 움직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A 교사는 사전 인터뷰에서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이 1시간이 60분으로 나누어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A 교사가 경과시간으로서 1시간을 소개하는
다음의 발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Ⅳ. 결과
세 교사의 수업에 대해 내러티브 분석을 실시한 결
과, 교사들은 경과시간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 학
생들이 경과시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기회들은 각각 시계바
늘의 회전 수, 시계바늘이 이동한 거리, 시간띠의 길이
로 특징된다. 아래에서는 세 교사의 수업에서 두드러
진 양적 대상화 기회를 분석한다.
1. 시계바늘의 회전 바퀴 수로서 양적 대상화의
기회 제공

*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시침에 대해서도 회전한 바퀴 수
로 경과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으나, 초등학교 2학년 경과
시간 내용에서는 12시간 이상의 경과시간을 다루지 않으
므로 시계바늘의 회전 바퀴 수는 분침에만 해당된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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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교사가 1시간을 나타내는 과정

1 A 교사: 자 1시에서 시작해서. ([그림 4]의 맨 왼쪽
장면)
2 A 교사: 긴 바늘이 12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긴 바늘이 이렇게 시계 한
바퀴를 돌았어. ([그림 4]의 맨 오른쪽 장
면)
3 A 교사: 그랬더니 작은 눈금들을 한 바퀴 돌았어.
4 A 교사: 근데 아까 짧은 바늘은 어디에 있었어?
5 학생들: 1이요.
6 A 교사: 어 근데 선생님이 긴 바늘을 이렇~게 작은
눈금을 따라서 돌리고 나니까 짧은 바늘은
긴 바늘 움직임에 따라서 저절로 움직여 가
지고 1에서 2가 됐어요.
7 A 교사: 그래서 한 바퀴가 한 시간이다. 몇 바퀴 돌
았어요?
8 학생들: 한 바퀴요.
9 A 교사: 좋아요.

A 교사는 아날로그 시계 상에서 1시가 2시로 바뀌
는 과정에서 분침이 한 바퀴 회전함으로써 시침이 저
절로 한 칸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발췌의 밑줄과 같이
A 교사의 설명에서 한 시간이라는 양의 초점은 시침
의 이동이 아니라 분침의 회전 바퀴 수에 있다. A 교
사가 만들어내는 양적 대상화의 기회는 분침의 이동
거리가 아니라 분침의 회전 바퀴 수에 있다고 보는 또
다른 근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을 수 있다. A 교사
는 1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난 사과따기 체험을 하는
데에 걸린 시간을 구하기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1 A 교사: 1시에서 2시까지 사과따기 체험을 했잖아요.
긴 바늘이 12에서 12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림 5] 장면)
2 A 교사: 연수가 사과따기 체험을 하는 데에 얼마나
걸린 건가요?
3 학생들: 한 시간.
4 A 교사: 한 바퀴가 한 시간이다. 몇 바퀴 돌았어요?
5 학생들: 한 바퀴요.
6 A 교사: 어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그림 5] A 교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제스쳐

[그림 5]의 제스쳐는 A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1
시간이라는 시간적인 양을 분침이 회전한 바퀴 수로
인지하도록 돕고 있음을 보여준다. A 교사는 이 수업
에서 학생들이 1시간을 60분이라는 흐름을 통해 접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고, 그에 따라 분침이 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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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수를 경과 시간으로 대응시켜 학습기회를 만들어 있다. 다음 발췌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낸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학습기회는 한 바퀴에 미
1 B 교사: 자 9시에서 이번에는 자기 시계가 어떻게
치지 않는 경과시간에 대한 처리는 고려하지 못하므로,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돼. 9시에서 10시 가
학생들의 학습은 시 단위의 경과시간에만 제한된다는
보세요. 분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전까지 시계 상의 한 지점으
서 가야 되죠.
로 시각을 정적인 것으로 인지해온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보면, 동적인 움직임으로서 시간을 새롭게 접근 2 B 교사: 자 분침 보세요. ([그림 6] 장면) 한 바퀴를
돌았더니 10시가 됐어. 이게 바로 오늘 우
하고 경과시간의 개념에 내포된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
리가 배울 1시간이야 1시간.
해준다는 점에서 A 교사가 만들어낸 경과시간의 양적
3
B
교사:
한 바퀴라 하면 1시간인데 몇 분이 지난거
대상화 기회는 학생들에게 시간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야?
직관적인 개념화의 토대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시계바늘의 이동 거리로서 양적 대상화의 기회
제공
경과시간의 지도에 있어 B 교사는 아날로그 시계의
분침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도 시계바늘의 회전 바퀴
수보다는 시계바늘이 이동한 거리에 보다 방점을 둔다.
한 시간을 분침 한 바퀴만큼의 움직임으로 보는 접근
은 A 교사와 동일해 보이지만, B 교사는 분침이 회전
한 바퀴 수가 아니라 분침이 시계판에서 지나친 눈금
의 개수를 통해 한 시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A 교사
와 다른 접근을 보인다. 수업 전 인터뷰에서도 B 교사
는 경과시간 수업의 주안점에 대해 시각과 시각 사이
를 계산하기 위해 1시간 사이에 60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1시간에
대해 흐름을 강조하였던 A 교사의 진술과는 차이가

[그림 6] B 교사가 1시간을 나타내는 과정

4 B 교사: 한 바퀴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이야. (시계판의 눈금을 손으로 가
리키며) 그래서 한 시간은 몇 분으로?
5 학생들: 60분.
6 B 교사: 60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거야.

B 교사는 아날로그 시계 상에서 9시에서 10시로 바
뀌는 과정에서 분침이 한 바퀴 회전했기 때문에 시간
이 한 시간 흘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B 교사의 설명
에서 한 시간이라는 양의 초점은 분침이 회전한 바퀴
수가 아니라 분침이 이동한 거리에 있다. 발췌의 밑줄
과 함께 A 교사가 그녀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분침
의 궤적을 ‘1, 2, 3, …, 12’라고 읽었던 점을 상기해보
자. A 교사는 분침이 한 바퀴를 회전했다는 결과가 중
요할 뿐 분침이 시계판의 어떤 눈금을 거쳐 한 바퀴를
회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침의 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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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침의 눈금으로 읽었다. 그러나 B 교사에게는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서 이동한 경로가 경과시간으로서 의미
를 가지므로 분침의 궤적을 ‘5, 10, 15, …, 60’으로 분
침의 눈금에 따라 읽었다. B 교사는 1시간 안에 60분
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길 원했고, 이에 따라 분침이
이동한 거리를 경과 시간으로 대응시켜 학습기회를 만
들어냈던 것이다. B 교사가 만들어내는 경과시간의 양
적 대상화 초점이 분침의 회전 바퀴 수가 아니라 분침
의 이동 거리에 있다고 보는 또 다른 근거는 다음 에
피소드에서 찾을 수 있다. B 교사는 1시에 시작해서 2
시 반까지 숙제를 하는 데에 걸린 시간을 구하는 문제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구로서 시간띠를 소개하였다. 시간띠의 눈금을 순서
대로 읽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침의 이동 궤적
을 시간띠와 매칭시켜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경과시간
에 대한 양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이 때의 시간띠는 경과시간을 길이적인 속성으로 투영
하기 보다는 시계판을 가로로 펼쳐, 원래의 눈금과 일
대일 매칭 도구의 성격을 갖는다. B 교사는 시간띠의
눈금을 분침의 이동 경로로 대응하여 읽어냄으로써 경
과시간을 분침의 이동 거리라는 양으로 일관되게 학습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간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양으로 대
상화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시와 분
의 진법 구조에 따라 60분에서 받아올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B 교사 또한 시간띠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
는데, 사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시간띠를 통해 1시간
이 60분인 걸 알더라도 1시간을 넘어가는 상황, 예를
들어 80분을 1시간 20분으로 다루는 데에는 여전히 미
숙하며, 특히 1시간과 20분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
다고 회고하였다. 위의 발췌에서도 마지막 칸을 1시
60분으로 읽은 뒤, 시계 한 바퀴를 다 채웠기 때문에 2
시로 바꾸어야 한다는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함을 확인
할 수 있다(좌측 line 3 참조).

1 B 교사: 자 시간띠는 동그라미 시계를 띠처럼 펼쳐
놓은거야. 띠로. ([그림 7] 장면)
2 B 교사: 동그라미 시계 위에 있는 시간을 띠 위에
쫙 나열한 거니까 1시, 1시 10분, 1시 20분,
1시 30분, 1시 40분, 1시 50분, 1시 60분.
(시간띠를 한칸씩 색칠하며)
3 B 교사: 1시 60분이라고 하지 않고, 2시라고 하죠.
한 바퀴가 꽉 채워졌으니까. (시간띠의 60
밑에 2시라고 쓰며)
4 B 교사: 한 시간은 몇 분?
5 학생들: 60분
6 B 교사: 2시 30분까지. 자 갑니다.
3. 시간띠의 길이로서 양적 대상화의 기회 제공
7 B 교사: 1시에서 2시까지 똑같아. 1시 10분, 1시 20
분, 1시 30분, 1시 40분, 1시 50분, 1시 60분
시간띠는 간격이라는 길이적인 특성을 통해 시간을
이 바로 2시지. 다시 이제 10분씩 갈께요. 2 양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는 주요 도구(한채린,
시 10분, 2시 20분, 2시 30분 (시간띠를 이 2021a)이지만 교사에 따라 경과시간의 개념 형성에 있
어서 색칠하며)
어 시간띠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랐다. 앞서 B 교사는

분침이 이동한 경로를 옆으로 펼쳐놓은 도구로서 시간
띠를 사용한 바 있다. B 교사의 설명에서 경과시간은
분침이 이동한 거리로 정의되며 시간띠는 그 이동 경
로를 펼쳐서 보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C 교사의 설명에서 시간띠는 경과시간의 개념
에서 보다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C 교사는 아날
로그 시계 도구로 경과시간을 다루기보다도 전에 시간
띠를 사용하여 경과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다. C
교사는 사전 인터뷰에서 유일하게 시간의 경과를 직선
으로 나타내어 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B 교사는 분침이 이동한 경로를 옆으로 펼쳐 놓은 간띠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교사이기도 하다. 다음 발

[그림 7] 시간띠를 이용한 B 교사의 설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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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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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몇 분?
36 학생들: 10분
…
51 학생들: 60분
52 C 교사: 60분은 몇 시간?
53 학생들: 1시간

[그림 8] 시간띠를 이용한 C 교사의 경과시간 도입 장면

1 C 교사: 자 시계가 이렇게 종이로 원래 원이 되어있
었다고 생각하면([그림 8]의 좌측 장면).
2 C 교사: 얘를 12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펼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림 8]의 우측 장
면).
3 C 교사: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시계가 원래 총 몇
칸이 있어? (아날로그 시계를 가리키며)
4 C 교사: 1부터 세보자. 한 칸, 두 칸, 세 칸, …, 열두
칸. 열두 칸이 있어야겠지?
5 C 교사: 그럼 선생님이 진짜 (시간띠에) 열두 칸을
그렸는지 이제 한번 보자. (시간띠를 가리
키며)
6 C 교사: 자 세어 볼께. 시작~ 한 칸, 두 칸, 세 칸,
…, 열두 칸.
7 C 교사: 똑같이 열두 칸이 있는 것 확인했어요? 자
그럼 퀴즈를 내봐야지.
8 C 교사: 딱 중간인 여기는(시간띠의 중간) 시계판의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9 학생들: 6이요.
10 C 교사: (시간띠의 아래에 6이라고 쓴다. [그림 9]
참조)
11 C 교사: 여기는? (시간띠의 첫 번째 눈금을 가리키
며)
11 학생들: 1이요.
…
33 C 교사: 그러면 여기 이만큼을 (첫번째 칸의 길이
를 가리며) 가리킬 때는 몇 분?
34 학생들: 5분
35 C 교사: 그럼 이만큼은 (두번재 칸의 길이를 가리

[그림 9] 시간띠를 이용한 C 교사의 설명 장면

C 교사의 설명에서 한 시간이라는 양의 초점은 시
간띠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길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칸짜리 시간띠를 제시하고 이를 아날로그 시
계판에 씌여진 숫자와 일대일로 대응하여 제시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아날로그 시계판에서 분침을 읽었던
방식으로 시간띠의 단위 길이를 읽어내도록 지원하였
다. C 교사는 1시간을 시침이나 분침의 움직임으로서
가 아니라 시간띠의 길이로 경과시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 교과서([그림 1] 참조) 및 B 교사의 시간
띠([그림 7] 참조)는 10분 단위였음에 반해 C 교사의
시간띠는 5분 단위임에 주목해보자. C 교사는 아날로
그 시계의 눈금을 읽는 방식 그대로 시간띠의 단위 길
이를 읽어내야 한다는 규칙이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
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계에 표시된 대로
10분이 아닌 5분 단위의 시간띠를 사용하였다. 이 시
간띠 사용을 통해 C 교사는 1시간이라는 경과시간을
12개의 시간띠 단위 길이의 합이라는 양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간띠의 길이로 경과시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한 C
교사는 수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시간띠를 사용하여
경과시간을 접근하였다. 1시간이 초과하는 경과시간은
시간띠 두 개를 이어붙여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림
10]은 C 교사가 2시부터 3시 20분까지의 경과시간을
구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C 교사는 2시부터
3시까지의 경과시간을 첫 번째 시간띠 전체의 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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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뒤, 두 번째 시간띠에서 4칸의 길이를 가리키
며, 시간띠 일부의 길이로 20분이라는 경과시간의 양
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B 교사의 시간띠 사
용에서 지적된 60분을 받아올림 하는 상황에 대한 직
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 아울러 경과시간을 띠의
길이라는 양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
는 것은 학생들의 직관적인 인지를 돕는 데에 효과적
일 수 있지만, 권미선(2019)의 지적과 같이 시간띠의
사용에 있어 학생들은 한 칸의 크기와 눈금 한 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C 교사의 접근에서는 시간
띠에서 경과시간은 눈금에 씌여진 숫자로 읽어낼지라
도 경과시간의 크기는 눈금이 아니라 칸의 길이에 대
응됨을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0] 1시간이 초과하는 경과시간에 대한 C 교사
의 시간띠 사용 사례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교실에서 시행되는 경
과시간 수업에서는 어떠한 학습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가?’ 라는 연구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세 초등교사의
경과시간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경과시간을 양적
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들이 만들어내는 학
습기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도구를 사용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경과시간의 양적 대상화를 시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날로그 시계 상에서 분침이
회전한 바퀴 수를 1시간으로 표상하여 경과시간의 양
적 대상화를 지원하는 사례와 아날로그 시계 상에서
분침이 이동한 거리로서 시계판의 둘레를 1시간으로
표상하여 경과시간의 양적 대상화를 지원하는 사례가
식별되었다. 아날로그 시계 대신 수학 교과서에서 사용

되는 시간띠를 사용하여 시간띠의 길이 속성으로서 경
과시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하도록 지원하는 사례도 식
별되었다. 세 교사들이 경과시간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
어낸 학습기회들은 시간을 양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강
력한 이점과 함께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교사들은 모두 경과시간의
개념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아날로그 시계이든 시간띠
이든 구체적인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과시간의 양적 속성이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점과 관
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간은 인류의 삶에서 어디
에나 존재해왔지만 16세기 들어 시간의 단위를 발명하
고 이를 반영한 시계라는 도구가 널리 사용되기 전까
지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
나왔다(Barnett, 1998; Earnest, 2017; Cipolla, 1978).
이는 여타 측정량과는 달리 시간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방식의 진화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시간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또한 시간을 양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성장에 따라 자
연스럽게 일어나기보다는 이를 표상하는 도구를 통해
서야 가능해진다. 교사들은 이전까지 경험한 학생들과
의 숱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
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경과시간의 개념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구체적인 도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 교사들은 모두 수업 후에 실시된 사후 인터
뷰에서 학생들이 경과시간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경과시간 수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아날로그 시계나
시간띠와 같은 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학생
들에게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도출된 양적 대상화의 기회들은 교사들이 동일한
도구일지라도 도구의 서로 다른 특성에 주목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같은 아날로그 시계에 대해서도 A 교사
는 분침이 회전한 바퀴 수에 주목하였던 반면, B 교사
는 분침이 이동한 거리를 주목하였고, 같은 시간띠에
대해서도 B 교사는 시계판의 눈금과 대응한 시간띠의
눈금에 주목하였던 반면, C 교사는 시간띠의 길이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주목들은 경과시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후속
학습이나 개념의 확장에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A 교사의 접근에서는 분침이
회전한 바퀴 수로 1시간을 표상할 경우, 바퀴 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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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 못하는 1시간 보다 적은 경과시간 표현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B 교사의 접근에서는 시계 눈금
을 가로로 펼쳐낸 상태로 분침의 이동 거리를 시간으
로 표상하는 경우 60분이 1시간이 되는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이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C
교사의 접근에서는 시간띠를 통해 경과시간을 읽어나
갈 경우 학생들이 시간띠의 간격과 눈금을 혼돈할 가
능성이 제기되었다. 제기된 지적들은 교수학적 도구를
사용한 수학적 개념의 도입이 왜 신중해야하는지를 보
여준다. 섣부른 도구의 사용은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오개념을 갖게 하거나 후속 학습을 하
는 데에 있어 인식론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실질
적인 수학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만큼
이나 교사들 역시 도구의 다양한 측면을 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교수학적 도구 사용 사례
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각 접근이 갖는 제한점에 대
한 면밀한 탐색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과시간의 교수학적 도구 가운데 수직선은 경과시
간을 양적으로 대상화하고 후속학습을 지원하는 효과
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시와 분이라는 양을 나타내
는 시계판 눈금은 본래 수직선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다(Earnest et al., 2018). 기하적인 간격과 대수적
인 수 체계의 구조를 갖는 수직선(Earnest, 2017)은 경
과시간을 길이라는 양적 속성으로 표상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 단위를 눈금의 중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직선은 B 교사의 시간띠 사용에서 지적된
60분이 1시간이 되는 상황 표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 교사의 시간띠 사용에서 지적된 시
간띠의 길이 속성과 눈금 혼동의 가능성도 제거해줄
수 있다. 한채린(2021a) 또한 시각과 시간에 관한 교과
서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경
과시간의 양적 추론 기회가 미흡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교과서에서처럼 수직선 메타포를 명시
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시간을 양으로
인지하게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직선을 활용한 경과시간의 교수·학습의 실제적 효과
를 검증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시행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보고된
바가 없는 실제 수학교실의 경과시간 수업 장면을 보
고하였다. 이를 통해 경과시간의 교수·학습에 대한 학
계의 이해에 일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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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간의 교수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학습기회의 창출
에 기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경과시간의 교수·학습에서 도구가 학생들이 이해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교수학적 도구 사용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극대화하
기 위해 교사들이 시행하는 노력을 학습기회로 포착하
여 문서화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의 세 축인 교사, 학
생, 내용에 있어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교사가
주요 구인임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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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the elapsed time as a quantity that can be measured is quite challenging for students while
making students see it is also challenging for teachers. Tuning on these challenges, this article reports
on what learning opportunities elementary teachers provide when they teach elapsed time focusing on
quantitative objectification. I observed three mathematics classrooms where the elapsed time was taught
by three elementary teachers and did a narrative analysis on the instructions. All three teachers utilized
certain tools to support students access to the elapsed time as a quantity. They appropriated various
quantitative attributes of the tool. In the case of the analog clock, one teacher tried to quantification the
elapsed time with the number of minute hand’s turning, while the other teacher indicated the distance
of minute hand’s moving. One teacher represented the elapsed time with the longitudinal attribute of the
time band. Standing on the findings, the didactical implications of various attempts for quantitative
objectification of the elapsed time implemented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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