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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등학교 수학의 내용 영역 중 하나인 측정은 양감의 형성이라는 목표 아래 측정과 어림 활동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어림측정이란 측정 도구 없이 대략적인 측정값을 얻는 과정을 말하며, 교과서에서 제시
된 어림측정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어림측정 지도를 위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7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구현된 길이, 들이, 무게, 각도, 시간, 넓이, 부피
의 7가지 속성에 대한 어림측정 활동을 추출하였고, 이를 활동 분량,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길이의 경우 어림측정 활동이 분량, 유형, 전략 면에서 잘 구현되었으나, 이외의 다른 속성
들은 분량이 부족하고 일부 유형의 활동에 치우쳐 나타나며, 어림측정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성취기준 제시가 미흡한 속성인 시간, 넓이, 부피의 어림측정 관련 성취기
준 포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교과서에서 각 속성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전략의 어림측정 활동을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핵심어: 어림측정, 길이, 들이, 무게, 각도, 시간, 넓이, 부피, 교과서 분석
ABSTRACT. Measurement involves actual measuring or estimating to generate a quantitative understanding of a
phenomenon. Estimation in particular refers to the process of obtaining measurements without a measuring tool.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didactical implications for estimation by analyzing the estimation activities of textbooks. To
this end, we focused on estimation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from the seventh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alyzing them based on activity quantity, estimation type, and estimation strategy. As
regards length, the estimation activities were presented appropriately in terms of quantity, type, and strategy. However,
other attributes were insufficient in quantity while some activities showed biases and limitations with few estimation
strategies to use in a variety of context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e inclusion of achievement standards
for time, area, and volume and argue that the textbook should address various types of and strategies for estimation
activities.
KEY WORDS: estimation, length, time, capacity, weight, angle, area, volume, textboo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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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지 의미 중 본 연구는 첫째로 제시한 어림의
맥락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두 가지 의미와 구

초등학교 수학의 내용 영역 중 측정은 학생들

별하기 위해 이를 ‘어림측정’이라 할 것이다.

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등하교

어림은 측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측

시각,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 마시는 물과 우

정은 어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

유의 양, 키와 몸무게 재기 등의 상황은 다양한

(Baroody & Coslick, 1998; Reys et al., 2015 등)

속성에 대한 측정이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얼마

에서 학생들의 어림 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생

대해 강조해왔다. 그러나 어림측정을 위한 다양

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측정 활동을 통해 일상

한 활동이 교실에서 실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

(Byun & Shin, 2009). 그 원인을 어림 활동을 측

다(NCTM, 2000). 따라서 일부 학습 요소는 학교

정을 위한 보조 활동 정도로 간주하는 인식이나

에서 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형식적

어림 활동에 대한 유용한 지도 방법의 부재에서

지식을 갖는 경우도 잦다.

찾을 수 있다.

측정 영역의 주요 목표는 양감의 형성이다. 측

어림측정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는 학생

정 학습은 표준화된 단위의 양감을 가질 때 의

의 어림측정 능력에 대한 분석(Park, 2007)이거

미 있는 것이며, 양감이 결여된 측정값은 학생들

나, 교과서 분석의 경우 일부 주제(Ko, 2010)나

에게

뿐이다(Kim,

특정 교육과정기(Park, 2015)를 대상으로 하고 있

1997). 또한, 측정을 통해 길러지는 양감은 수학

어, 다양한 측정 속성 및 광범위한 교육과정기를

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Ministry of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차

education, 2018b). 이 목표를 위한 측정 영역의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등

주요 활동은 양의 비교, 측정, 어림이며(Ministry

수학에서 다루는 속성 7가지에 대해 교과서에

of education, 2015),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어림에

포함된 어림측정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

초점을 둔다.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림측정 지도 및 향

무의미한

수치나

기호일

측정 영역에서 ‘어림’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다. 첫째, 측정 도구 없이 측정

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수학적 시
사점을 제안할 것이다.

값을 얻는 것을 어림이라고 한다(Bright, 1976;
Reys et al., 2015). 연필의 길이나 컵의 들이를
자와 비커를 사용하지 않고 어림하여 측정값을

II. 이론적 고찰

구하는 것이다. 둘째, 측정 도구의 눈금에 일치
하지 않아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어 근삿값을

1. 어림측정의 유형 및 전략

구하는 것 또한 어림의 범주에 속한다. 예로, 연
필의 길이가 자의 눈금에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일반적으로 어림측정이란 측정 도구를 사용하

의 가까운 쪽 눈금을 읽어 ‘약 8cm’로 표현한다.

지 않고 측정값을 얻는 것을 말한다. Reys et

셋째, 어림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 버림,

al.(2015)은 어림이 측정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

반올림하는 과정을 ‘어림하기’로 표현한다. 세

고 측정값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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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어림 활동은 측정 단위의 다른 측정 단위 및

한편, 어림측정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

물건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정신적 틀을 개발

다. 어떤 대상이 주어질 때 그 양의 크기를 어림

하는 것을 돕고, 측정의 기본 특성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어떤 측정값이 주어질 때 그 측정값

나타내는 활동을 제공하므로 그 중요성을 지닌

정도의 양의 크기를 가진 대상을 찾는 것이다.

다(Bright, 1976). 또한, 어림은 제시된 측정값이

Bright(1976)는 전자를 유형A, 후자를 유형B로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칭하며, 대상과 단위의 실제 제시 여부에 따라

수행한다(Coburn & Shulte, 1986). 이와 같은 측

총 8가지로 세분화하였다(Figure 1).

정의 기본 개념과 관련한 중요성 외에 어림측정
은 일상에서 유용하다. 요리 시 다양한 조미료를
넣을 때, 나에게 맞는 줄넘기의 길이를 가늠할
때, 상자를 포장하는 데 필요한 포장지를 재단할
때 등 어림측정은 거의 모든 일상에서 이용된다.
실생활 속 어림측정은 정확할수록 그 유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림측정 능력 신장
의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Nam, Park, & Shin et al.(2003)은 어림측정의

Figure 1. Types of estimation (Bright, 1976)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어림은
학생이 측정의 속성과 측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

이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활동

도록 도와준다. 카드를 단위로 하여 책표지의 넓

에서 찾아보면, Figure 2와 같이 선택한 대상의

이를 어림하기 위해서는 넓이란 무엇이며 책표

무게를 어림하는 활동인 유형A와 주어진 무게에

지를 덮기 위해 단위인 카드를 어떻게 놓아야

알맞은 대상을 찾는 활동인 유형B를 확인할 수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둘째, 어림은 측정 활동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 자체에 의미를 담고자

에 내재적인 동기를 유발한다. 측정 활동 시, 무

유형A를 ‘측정값 어림’, 유형B를 ‘대상 찾기’로

엇보다 중요한 것이 측정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명명하였다.

느끼는 것이다. 어림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정확히 어림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학생들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표준단위에 대한 양
감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문의

유형
A

높이를 어림한다면 미터 단위를 생각하고 1m의
크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넷째, 어림하기 위
해 기준점(benchmark)을 사용한다면 승법적 추론

유형
B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의 길
이를 어림할 때 한 뼘을 기준점으로 사용하면

Figure 2. Cases by types of estimation

대상의 대략적인 길이를 기준점의 ‘몇 배’로 어

(Ministry of Education, 2018a, p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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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측정은 추측을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한

하였다. 그 결과 길이, 부피, 무게 순으로 어림측

어림값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어림한 결과의 옳

정의 정확성이 높게 나타났다. 길이의 경우 제시

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Reys et al., 2015), 정

된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 만들기 및 물체의 길

확성을 강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Ministry

이 어림하기 모두 16% 미만의 오차율을 보인 반

of Education, 2018b).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 값을

면, 무게와 부피의 경우 제시된 물체에 해당하는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므로 암묵적으로는 측정

측정값 찾기와 주어진 물체의 무게와 부피 어림

값에 가깝게 어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

하기 모두 65% 이상의 오차율을 보였다. 이러한

로 양감의 신장과 직결된다. 어림측정을 좀 더

속성별 어림측정 능력의 차이가 경험의 양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길이는 수학 등

이 어림측정 전략의 사용이다. Reys et al.(2015),

교과 활동에서 쉽게 접하고 길이의 측정 도구인

Ministry of Education(2018b)은 Table 1과 같이 참

자나 줄자 등이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사용

조물 비교, 덩어리 짓기, 단위화하기 등 3가지

되지만, 무게나 부피는 실생활에서 측정 경험을

어림측정 전략을 제시한다.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Park(2007)은 5, 6학년 학생의 길이, 들이, 넓이

2. 어림측정에 대한 선행 연구

의 어림측정 전략을 알아보았다. 길이의 경우 기
준척도 전략을 사용하였고, 들이를 어림할 때에

어림측정에 대한 선행 연구는 초등학생의 어

는 물건의 높이 및 부피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림측정 능력을 조사한 것과 어림측정을 다룬 교

넓이의 경우에는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어림하

과서 분석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였다. 참값의 ±10% 범위까지를 정답으로 하였을

초등학생들의 어림측정 능력을 조사한 선행

때, 각 속성에 대한 어림값의 정답률이 길이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보이는 어

35% 이하, 들이는 5% 이하, 넓이는 20% 이하로

림측정의 특징을 보여준다. Han, Ryu, & Moon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림 전략

(2004)은 영재 학급에 소속된 5, 6학년 학생의

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한 점, 들이 및 넓이 어

길이, 무게, 부피에 대한 어림측정 능력을 조사

림 시 공식에 의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각 속

Table 1. Strategies of estimation (Reys et al., 2015; Ministry of Education, 2018b)
어림측정 전략

설명 및 예시

참조물 비교
(references)

기준과 비교하여 어림하는 전략으로, 개인적인 참조물로 자신이 길이를 알고 있는 뼘,
손가락 길이, 한 걸음의 길이, 팔의 길이 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 키가 1m 30cm임
을 알고 사물함의 높이를 약 1m 15cm로 어림하는 것이다.

덩어리 짓기
(chunking)

전체를 적절한 크기로 나누어 알아보는 전략이다. 전체를 어림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어림하여 다시 합하여 전체를 어림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어림하기 위해 사이에 있는 병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병원, 병원에서 도서관까
지의 거리를 어림하여 더하는 것이다.

단위화하기
(unitizing)

전체를 같은 단위로 나누어서 어림하는 것으로, 한 부분을 어림하고 전체에 몇 부분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예를 들어, 타일이 깔린 욕실 바닥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우선 타일 하나의 가로 길이를 어림하고, 욕실 바닥에 타일이 몇 장 깔려있는지를 이용
하여 전체 바닥의 가로의 길이를 어림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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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비교 분석 연구(Lee, Lee, & Park 2018;

Jeon(2020)은 6학년 학생의 길이, 들이, 넓이에

Pang, Kwon, & Kim et al., 2016)에서 어림측정을

대한 어림측정 능력을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길

부분적으로 다루었고, 어림측정에 초점을 맞춘

이, 들이, 넓이 순으로 정확히 어림하였으며, 길

연구에는 길이의 어림측정에 관한 교과서를 분

이는 실제값보다 크게, 들이와 넓이는 실제값 보

석한 연구(Ko, 2010)와 2009 개정 교과용 도서에

다 작게 어림하여 속성에 따른 학생들의 양감의

제시된 모든 측정 속성의 어림측정 활동을 분석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참값의 ±30% 범위까

한 연구(Park, 2015) 등이 있다.

지를 정답으로 하였을 때, 길이는 60% 이상의

먼저, Lee et al.(2018)은 우리나라와 일본 교과

정답률을 보인 반면 들이는 50% 미만, 넓이는

서의 각 측정 속성에 대한 어림측정 유형이 다

30% 미만의 정답률을 보여 길이에 대한 양감이

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림

2009 개정 교과서는 넓이와 부피에서 주어진 측

측정 전략과 관련하여, 길이 어림 시 다양한 전

정값에 대한 대상 찾기 활동이 제시되지 않으므

략을 사용하였고 들이의 경우에는 벤치마크 전

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략을, 넓이의 경우에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Pang et al.(2016)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들이와 무게

한편, Han, Nam, & Yoon(2019)은 곡선으로 둘

에서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와 주요

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제를 통해 5, 6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을 비교하였다. 이 중 어

학년 수학, 과학 영재학생들의 넓이 어림측정 전

림 및 측정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과 싱가포르에

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위넓이 사용 전략

서는 측정 단위를 먼저 제시하여 단위 선택의

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수학 영재 학생들은 단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일본과 미국은 단위

위넓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어

선택의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림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일부 학생은 등적

이에 근거하여 어림이나 측정에 앞서 대상의 들

변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곡선을 최대한 직선으

이나 무게에 따른 적절한 측정 단위를 학생 스

로 근사시켜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통해

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

전체 넓이를 구하려 하였다.

장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 분석은 학생들의 길이에 대

Ko(2010)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길이의 어

한 양감이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들이,

림측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길이 인식과 관련된

무게, 넓이, 부피 등의 어림측정 능력은 상대적으

내용을 학습동기, 측정 도구 및 원리, 단위의 이

로 매우 부족하며, 제한된 어림측정 전략만을 사

해 및 선정, 어림값의 속성 및 어림 전략 등의

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에서 지도되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

어림측정 활동의 분량 및 전략에 따른 영향으로

및 교과서에서 어림과 양감 형성이 충분히 반영

추측되며,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어림측정 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림값의 표현과 관련하여

동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측정값이 근본적으로 근삿값이라는 속성에 대해

이제 어림측정에 관한 교과서 분석 연구를 살

언급하고 토론할 것, 규격화된 사물을 참조물로

펴보자. 측정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 교과

활용하는 다양한 어림 전략을 활용하고 어림의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교과서 활동 분석을 통한 어림측정 지도 개선방안 탐구

68

합리성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은 것으로 보인다.

Park(2015)은 2009 개정 교과용에 제시된 길이,

1~3차 교육과정에서는 길이의 어림측정을 다

시간, 들이, 무게, 각도, 넓이, 부피의 어림재기1)

루었고 1차에는 무게와 들이의 어림측정까지 나

활동을 유형 및 전략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온다. 그러나 4~6차에서는 어림측정에 대한 성취

결과, 어림 전략을 비교적 상세히 예시한 지도서

기준이 사라졌고, 다시 등장한 시기는 7차 교육

에 비해 교과서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교과서

과정이다. 이후 점차 강화되어 2009 개정 교육과

에 다양한 전략을 안내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에서는 각도의 어림측정에 대한 성취기준도

이상의 선행 연구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도입되었다.

수학 교과서에서는 일부 속성에서만 어림측정을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림측정에 대

다루고, 측정 단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성취기준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7차 교육과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림측정 전략을

정 이후에 유의미한 어림측정 활동이 교과서에

충분히 지도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어림측정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어, 7차 교과서부터 2015

능력 및 양감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정 교과서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이 연구들은 일부 측정
속성의 어림측정에만 초점을 두거나 특정 시기
의 교육과정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

III. 연구 방법

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모든 측정 속성에 대한

1. 분석 대상

어림측정 활동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차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

3. 어림측정에 대한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정까지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측정 단원의 어림
측정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의 시작점으

1차 교육과정 이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로 삼은 것은 앞서 제시했듯이, 어림측정에 대한

까지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7개 속성 중 시간, 넓

성취기준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가 7차 교육

이, 부피를 제외한 길이, 무게, 들이, 각도의 어

과정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상 어림측정에 대한

림측정에 대한 성취기준은 Table 2와 같다. 이들

성취기준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속성은 길이, 들

속성은 시각이나 촉각에 의해 어림될 수 있는

이, 무게, 각도지만, 수학 교과서에서는 이외에

반면, 시간의 어림은 개인의 직감에 의존하기 때

시간, 넓이, 부피를 포함하는 7개의 속성에 대한

문에 어림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넓

어림측정 활동이 제시되므로, 관련 단원을 모두

이나 부피는 측정값을 얻기 위해 측정 도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의 본 차시와 더불

사용한 측정이 아닌 공식에 의존한 원리나 계산

어 문제해결, 놀이활동 등의 특화 차시, 단원평

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취기준에 제시되지 않

가 차시가 포함된다. 수학 익힘은 자학자습용으

1) 각 속성의 양을 직접측정이나 간접측정을 통해서 구하지 않고, 그 크기를 표준단위를 사용하여 대강 나타
낸다는 의미에서 ‘어림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어림측정’과 동일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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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hievement standard about estimation- longitudinal analysis
길이

무게

들이

槪測)

(5)무게의 개측(

각도

槪測)

(5)들이에 대한 개측(

1차

(3)목측, (4)목측, (5)목측
(6)길이나 거리에 개측(
)
을 활용하는 능력

2차

(3)눈으로 재기
(4)눈으로 재기
(5)눈으로 재기의 활용

-

-

-

3차

(3)어림 재기를 통하여 길
이를 측정하기-목측

-

-

-

4차 ~
6차

-

-

-

-

7차

(2-가)여러 가지 물건의 길
이를 어림해 보고, 재어 봄
으로서 양감을 기른다.
(2-나)여러 가지 물건의 길
이를 어림해 보고, 양감을
기른다.

-

(2)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
를 어림하고 재어 봄으로
써 양감을 기른다.

(3)여러 가지 무게를
어림하고 재어 봄으로
써 양감을 기른다.

(3)여러 가지 그릇의
들이를 어림하고 재어
봄으로써 양감을 기른
다.

-

2009
개정

(1,2)여러 가지 물건의 길
이를 어림하여 보고, 길이
에 대한 양감을 기른다.
(3,4)물건의 길이나 거리를
어림하고 직접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기른다.

(3,4)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어림하고 직접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
무게에 대한 양감을 기
른다.

(3,4)여러 가지 그릇의
들이를 어림하고 직접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
들이에 대한 양감을 기
른다.

(3,4)여러 가지 각도
를 어림하고 직접
재어보는 활동을 통
해 각도에 대한 양
감을 기른다.

2015
개정

(1,2)여러 가지 물건의 길
이를 어림하여 보고, 길이
에 대한 양감을 기른다.
(3,4)길이를 나타내는 새로
운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
하여 1mm와 1km의 단위
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길
이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3,4)무게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g과 1kg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
용하여 무게를 측정하
고 어림할 수 있다.

(3,4)들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L와 1mL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
용하여 들이를 측정하
고 어림할 수 있다.

(3,4)각의 크기의 단
위의 1도(°)를 알고,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측정하
고 어림할 수 있다.

2007
개정

槪測

(3-나)여러 가지 그릇의
들이를 짐작하고, 재어
서 양감을 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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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도된 것이라 교사가 수업에서 의무적으로

2. 분석 방법

지도하는 도서가 아니므로 모든 학생의 경험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도서는 교사용으로 개발된

7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

것이므로 분석 대상을 수학교과서로 국한한다.

과서의 어림측정 지도 내용을 분석하고자, 먼저

다만 7차 교육과정의 경우 단원평가를 수학 익

교과서의 해당 활동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힘에 제시하여, 해당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

어림측정 활동의 하위 발문 및 어림측정 방법을

시켰다. 분석 대상인 교육과정기별 교과서의 학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년, 학기, 단원은 Table 3과 같다.

3에서 활동 1 아래 제시된 발문 4개 중 어림측
정과 관련된 발문인 첫째와 셋째를 취하여 분석

Table 3. The objects of analysis
교육과정

학년-학기-단원
길이 재기
시간 알아보기
길이 재기
길이와 시간
들이 재기
각도
시간과 무게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겉넓이와 부피
원과 원기둥

7차

2-가-5
2-가-7
2-나-5
3-가-8
3-나-5
4-가-3
4-가-5
5-가-6
6-가-5
6-나-4

2007 개정

2-1-5
2-1-7
2-2-3
3-1-8
3-2-5
4-1-3
5-1-7
6-1-5
6-2-4
6-2-3

길이 재기
시간 알아보기
길이 재기
길이와 시간
들이와 무게
각도
평면도형의 넓이
원주율과 원의 넓이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

2-1-4
2-2-3
2-2-4
3-1-5
3-2-5
4-1-3
5-1-5
6-1-5
6-1-6
6-2-3

길이 재기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시간과 길이
들이와 무게
각도와 삼각형
다각형의 넓이
원의 넓이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
원기둥, 원뿔, 구

2-1-4
2-2-3
2-2-4
3-1-5
3-2-5
4-1-2
5-1-6
6-1-6
6-2-5

길이 재기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길이와 시간
들이와 무게
각도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원의 넓이

2009 개정

2015 개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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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stimation of weight
(Math 3-2-5, p. 74)

이후, 추출된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
련하고자,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Figure 4와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어림측정
의 활동 분량, 유형, 전략의 세 가지 측면이다.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어림측정 활동의 양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추출된 활동의 수를 세어 제
시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림측
정의 유형과 전략은 학생들의 어림측정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과서에서 추출된 활
동의 유형과 전략도 분석하였다. 앞서 고찰하였
듯이 Bright(1976)는 어림측정 유형을 8가지로 세
분화하였으나, 대상 및 단위의 제시 여부는 실제
수업 및 환경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교
과서 장면만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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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의 최상위 범주에

활동 분량을 살펴보면, 7차 교과서에 19개,

따라 2가지 유형 ‘측정값 어림’과 ‘대상 찾기’를

2007 개정 교과서에 13개, 2009 개정 교과서에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어림측정 전략은 지도서

13개, 2015 개정 교과서에 25개가 제시되었다.

에서 제시한 3가지 전략인 ‘참조물 비교’, ‘덩어

어림과 양감을 강조하는 최근 수학교육의 흐름

리 짓기’, ‘단위화하기’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

을 반영하여 2015 개정 교과서에서 그 빈도가

에서 구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교과서에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나타난 어림측정 활동 장면을 일부 추출하여 논
의하였다.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길이 단위는 cm, m, mm,
km 순으로 제시된다. 길이 단위에 따른 어림측
정의 지도시기를 살펴보면, 2학년 1학기에 cm에
대한 활동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2학년 2학
기에는 cm보다 큰 단위인 m를 도입하고 이를
어림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3학년 1학기에는

Figure 4. Framework

mm와 km가 도입되는데, 7차 교과서에서는 두
단위에 대한 어림 활동을 제시하지 않았다. 2007

IV. 연구 결과

개정 교과서에서는 학교에서 1km 떨어진 곳을
말하는 활동을 통해 km에 대한 어림 활동만 일
부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mm에

이 장에서는 7차부터 2015 개정 교과서에 제

대한 어림측정 활동으로, 2개의 물건을 더하여

시된 어림측정의 활동 분량, 유형, 전략 측면을

주어진 길이가 되도록 하는 놀이 활동을 제시하

각 속성별로 알아볼 것이다.

였으나, km를 어림하는 활동은 제시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mm와 km에 대한 어림

1. 길이

측정 활동을 모두 제시하였다. 특히 km와 관련
하여 지도를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도에서

교육과정별로 길이의 어림측정 활동 분석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거리를 어림하는 활동을 전략과 함께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거리에 대한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에 주어진 지도
상에서의 활동이므로 단위 거리의 몇 배라는 양

Table 4. Estimation of length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
활동
분량 측정값 대상 참조물 덩어리 단위화
어림 찾기 비교 짓기 하기

감은 가능하지만 실제 km에 대한 양감의 신장은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과서에서 mm와 km에 대한 어림측

7차

19

18

1

2

-

3

2007개정

13

10

3

1

-

-

2009개정

13

7

6

1

1

3

하여 길이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라는 성

2015개정

25

15

10

5

2

5

취기준이 새로 추가되어 교과서에서도 이를 반

합계

70

50

20

9

3

11

영한 결과이다.

정 활동의 분량이 늘어난 것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1mm와 1km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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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어림측정 유형을 살펴보면 7차 교과서,

단위화하기 전략이 사용된 활동에서는 주로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주로 측정값 어림이 많

몸의 일부(손가락, 뼘, 양팔, 발걸음) 길이를 단

이 사용되었고, 2015 개정 교과서로 갈수록 대상

위처럼 사용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 2-2-3에

찾기의 활동 빈도가 증가하였다. 측정값 어림으

내 몸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5m의 끈을 만들어보

로는 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때 몸의 일부분을 단위

는 학용품이나 책상, 칠판의 길이를 어림해보는

처럼 사용하여 단위화하기 전략을 사용했음을

활동을 다루고 있다. 대상 찾기로는 특정 길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하는 물건을 찾아보거나 찰흙이나 끈을 사
용하여 만들어보는 활동 등이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화하기 전략을 담은 활
동은 주로 단위의 자연수 배가 되는 길이의 어

길이의 어림측정 전략을 살펴보면, 2007 개정

림이다. 그러나 단위를 분수 배하는 단위화하기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참조물 비교와 단위화하기

전략이 2015 개정 교과서 3-1-5에 유일하게 제시

전략을 제시하였고,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과
서에는 덩어리 짓기 전략을 포함한 활동도 나타
났다. 7차 교과서 2-나-52)에 Figure 5와 같이, 1m
막대를 만든 후 이를 사용하여 교탁의 가로와



되었다(Figure 6). 1km를 찾기 위해 약 2km의 

배를 추론하도록 하여 이전의 단위화하기와 다른
사고 과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칠판의 가로를 어림해보는 활동이 있다. 어림 시
사용하는 도구는 동일하지만 어림 대상에 따라
전략의 차이가 있다. 교탁의 가로는 1m보다 조
금 더 길거나 짧을 것이므로 1m 막대를 참조물
로 삼아 비교하여 어림하지만, 교실에 있는 칠판
의 가로는 4~5m이므로 1m를 단위로 하여 몇 배
가 되는지 생각하여 어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전자는 참조물 비교 전략, 후자는 단위화하
기 전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6. Fractional unitizing strategy for
length estimation (Math 3-1-5, p. 95)

Figure 5. Reference and unitizing strategy for
length estimation (Math 2-나-5, p. 82)

덩어리 짓기 전략은 2009 개정 교과서 3-4-5에
Figure 7과 같이 구체물을 여러 개를 이어 특정
길이를 만들어보는 활동에 담겨 있다. 7차와

2) 교과서를 ‘학년-학기-단원’으로 지칭하여, 예컨대 2-1-3은 2학년 1학기 3단원을 나타낸다.
2021, Vol. 31,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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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덩어리 짓기 전략이 나

들이의 어림측정 유형을 살펴보면, 총 17개 활

타나지 않았고, 2009 개정 교과서에 1개, 2015

동 중 측정값 어림이 8개, 대상 찾기가 9개로 교

개정 교과서에 2개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교

육과정 전체에서의 유형 빈도는 비슷하나 교육

육과정이 지날수록 다양한 어림측정 전략을 구

과정별로 살펴보면 어림측정 유형의 경향이 변

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들이 단원에서 어림측
정은 대체로 들이의 표준단위인 1L와 1mL를 배
운 후 각각의 단위량에 대한 양감을 기르는 활
동으로 제시된다.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는 들
이의 표준단위를 도입한 후 Figure 8과 같이 참
조물에 대한 양감을 키우는 활동을 먼저 제시하
고, 곧바로 각 참조물에 상응하는 물건을 찾아보
는 대상 찾기 활동을 통해 익힌 양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7. Chunking strategy for length
estimation (Math 3-1-5, p. 175)

2. 들이
교육과정별로 들이의 어림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Figure 8. Capacity estimation activity
(Math 3-2-5, p. 68)

Table 5. Estimation of capacity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합계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
활동
분량 측정값 대상 참조물 덩어리 단위화
어림 찾기 비교 짓기 하기
4
1
3
1
2
3
1
2
3
5
2
3
2
2
5
4
1
2
1
2
17
8
9
8
1
6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과서는 들이 어림
차시에서 학생들이 어림 전략을 생각해보는 활
동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주변의 물건의 들이를
어림해보고 이를 직접 재어 어림한 결과와 비교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시 내 구성
순서에 따라 측정값 어림 유형의 빈도가 점차

7차 교과서에서 4개, 2007 개정 교과서에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 2009 개정 교과서에서 5개, 2015 개정 교과서

들이의 어림측정 전략도 교육과정에 따라 변

에서 5개의 들이 어림측정 활동이 제시되었다. 교

화가 있었다. 2007 개정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참

육과정이 개정되어도 3~5개 활동 분량이 유지된

조물 비교와 단위화하기 전략이 모두 제시되었

것은 7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 덩어리 짓기 전략은 2015 개정 교과서에 이

성취기준에 어림 활동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속성

르러서 3가지 어림측정 전략을 안내하는 활동으

이 길이와 들이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 처음 도입되었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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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이의 말풍선으로 제시하였고, 단원평가에서
1kg이 되도록 물건을 모아 재어보라는 활동을
통해 덩어리 짓기 전략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
였다. 단위화하기 전략은 2009 개정 교과서에서
부터 도입되어 지도되었다.
Figure 9. Three strategies for capacity
estimation (Math 3-2-5, p. 102)

또한, 2015 개정 교과서에는 Figure 10과 같이
하나의 활동 내에서 2가지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아이의 말풍선을 보고 1kg을

3. 무게

이용하여 어림측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kg인
물건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1kg의 2

교육과정별로 무게의 어림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배인 물건을 찾을 것이므로 단위화하기 전략을,
800g인 물건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1kg과 비교하
여 무게가 조금 덜 되는 것을 찾을 것이므로 참

Table 6. Estimation of weight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합계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
활동
분량 측정값 대상 참조물 덩어리 단위화
어림 찾기 비교 짓기 하기
1
1
1
3
1
2
3
6
3
3
4
2
6
4
2
2
2
2
16
9
7
10
2
4

조물 비교 전략을 사용할 것이 기대된다.

Figure 10. Two strategies for one weight
estimation activity (Math 3-2-5, p. 113)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되는
활동 수의 증가로부터 무게의 어림측정에 대한
강조 추세를 읽을 수 있다. 각 교과서에서 무게
의 어림측정 활동을 본 차시의 주요 활동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4. 각도
교육과정별로 각도의 어림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어림측정의 유형 측면에서는, 측정값 어림 9
개, 대상 찾기 7개로 두 유형의 활동 수가 비슷

Table 7. Estimation of angle

하게 나타났다. 7차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
활동
분량 측정값 대상 참조물 덩어리 단위화
어림 찾기 비교 짓기 하기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교과서 집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어림측정 전략의 경우 참조물 비교 전략이 모
든 교과서에 나타났으며 출현 빈도도 가장 높다.
덩어리 짓기 전략은 2015 개정 교과서에서 유일
하게 나타났다. 어림 차시에서 덩어리 짓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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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1

1

-

-

-

-

2007개정

2

2009개정

7

2

-

-

-

-

6

1

-

-

2015개정

-

6

5

1

1

-

-

합계

16

14

2

1

0

0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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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Table 8과 같다.

2009 개정 교과서에 7개, 2015 개정 교과서에 6개
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전 교육과정기에 비해

Table 8. Estimation of time

최근의 두 교과서에서 어림측정 활동이 높은 빈
도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 활동 분량
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과정에서 관련 성취기준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도의 어림측정 유형을 살펴보면, 제시된 각
의 크기를 어림한 후 재어서 어림한 각도와 비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합계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
활동
측정값
대상
참조물
덩어리 단위화
분량
어림 찾기 비교 짓기 하기
2
2
6
1
5
1
2
2
1
10
1
9
1
0
1

교하는 측정값 어림 유형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기본 어림측정 활동이 모든 교육과정

우선 교육과정에 따른 시간의 어림측정 활동

기의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으며, 대상 찾기 유형

의 분량 차이를 볼 수 있다. 7차 교과서에서 2

은 2009 개정 교과서에는 짝과 번갈아 가며 각

개, 2009 개정 교과서에서 6개, 2015 개정 교과

을 직접 그려보는 활동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서에서 2개의 활동이 제시되었고, 2007 개정에는

한편 각도의 어림측정 전략은 제시되지 않다가

시간의 어림측정 활동이 없다. 이와 같은 활동

2015 개정 교과서에 처음 활동으로 구현되었다.

분량의 차이는 교육과정에서 시간의 어림측정에

Figure 11처럼 직각 삼각자의 세 각의 크기와 비교

대한 성취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하여 주어진 각의 크기를 어림해보는 활동을 제시

집필진의 해석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2015 개

하여, 참조물 비교 전략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정 교육과정의 경우 시간의 어림측정을 성취기
준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3~4학년 측정 영역
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 ‘실제로 재거
나 어림하는 측정 활동을 통하여 시간, 길이, 들
이, 무게, 각도에 대한 양감을 기르게 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3-1-5 교과서에 Figure 12와
같이 시간의 어림측정을 본 차시의 주요 활동으
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Figure 11. Reference strategy for angle
estimation (Math 4-1-2, p. 46)

5. 시간
Figure 12. Time estimation activity
교육과정별로 시간의 어림측정 활동 분석 결

(Math 3-1-5,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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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어림측정 유형은 활동 10개 중 측정값

6. 넓이와 부피

어림이 1개, 대상 찾기가 9개로 후자의 빈도가
월등히 높다. 즉, 시간을 제시하고 그 시간에 할

넓이와 부피는 앞서 고찰한 다른 속성에 비해

수 있는 알맞은 활동을 찾아보도록 한 유형을

어림측정 활동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분석 결

교과서에서 많이 다룬 것이다. 7차 교과서 2-가

과는 Table 9, Table 10과 같다.

-7의 ‘2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손들기’, 2009
개정 교과서 2-2-4의 ‘몇 분 동안 할 수 있는 일

Table 9. Estimation of area

찾기’ 등의 활동은 대상 찾기 유형에 해당한다.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
활동
분량 측정값 대상 참조물 덩어리 단위화
어림
찾기 비교 짓기 하기

한편, 측정값 어림 유형은 유일하게 2009 개정
교과서 3-1-5의 단원평가 차시에 제시되어 있다.
걸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

2015개정

1

1

-

-

-

-

을 어림하는 활동을 제시하여, 주어진 활동에 대
한 측정값을 어림하도록 하였다.

넓이의 어림측정을 다룬 것은 2015 개정 교과

시간의 어림측정 전략은 2009 개정과 2015 개

서가 유일하다. 특화 차시인 탐구수학에서 물건

정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다. 2009 개정 교과서

의 넓이를 어림한 후, 직접 구하여 비교해보는

3-1-5에서는 5초 뒤에 박수를 쳐보라는 지시문과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물건의 넓이를 어림하는

함께 1초의 사용을 말풍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것이므로 측정값 어림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Figure 13). 이는 앞서 배운 1초의 양감으로 5초

어림측정 전략은 드러나지 않는다(Figure 14).

를 어림해보라고 한 것이다. 학생은 단위인 1초를
5배하여 5초를 어림할 것이 기대되므로 단위화하
기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과서 2-2-4에는 1분 동안 수건돌리기 놀이가 제
시되어 있다. 처음에는 시계를 보며 놀이하다가
나중에 시계를 보지 않고 놀이를 하라고 하여, 참

Figure 14. Area estimation activity

조물 비교 전략을 사용하여 주어진 시간에 대한

(Math 5-4-6, p. 143)

대상을 찾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피의 어림측정 활동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분량의 증가와 유형 및 전략의 다
양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7차와 2009 개정
교과서에 각각 1개, 2015 개정 교과서에 3개 제
시되었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부피의 어림

Figure 13. Unitizing strategy for time estimation
(Math 3-1-5, p. 157)

측정을 다루지 않았다(Table 10).
부피의 어림측정 유형을 살펴보면 측정값 어
림이 3개, 대상 찾기가 2개이다. 7차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는 부피의 어림측정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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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stimation of volume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
활동
분량 측정값 대상 참조물 덩어리 단위화
어림 찾기 비교 짓기 하기
7차

1

1

-

-

-

-

2007개정

-

-

-

-

-

-

2009개정

1

-

1

-

-

-

2015개정

3

2

1

1

-

-

Figure 15. Reference strategy for volume

합계

5

3

2

1

0

0

estimation (Math 6-1-6, p. 120)

특화 차시에 제시되는데, 7차 교과서에서는 ‘재
미있는 놀이’에 원기둥의 부피를 어림하는 측정
값 어림 유형을 제시하고, 2009 개정 교과서에서

V. 결론 및 시사점

는 ‘놀이마당’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피와 가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장 비슷한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을 찾아보도록

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 제시된 어림측정 활동을

하는 대상 찾기 유형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활동 분량, 어림측정 유형, 어림측정 전략의 측

한편,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부피의 단위를
정의할 때 어림측정 활동을 함께 제시하였다. 7

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차, 2007 개정, 2009 개정까지는 쌓기나무를 이

첫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다루어지는지

용하여 직육면체를 쌓아보는 수학적 활동을 하

여부와 관계없이 7개 속성 대부분에 대한 어림

3

고, 이를 통해 부피의 단위인 1cm 를 정의하는

측정 활동이 교과서에 구현되었다. 길이에 대한

데 그친 반면,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부피의

어림측정 활동이 압도적으로 다수 제시되고 있

단위를 정의하고, 단위의 양감을 갖게 하는 어림

으며, 뒤이어 들이와 무게, 각도의 어림측정 활

활동을 뒤이어 제시하였다. 어림 측정 유형과 관

동도 꾸준히 제시되었다. 특히, 길이와 들이의

련하여 2가지 유형의 활동이 모두 나타났다. 대

어림측정은 7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성

상 찾기 유형으로 주어진 물건 중 1cm3와 가장

취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어, 교과서에서도 꾸준히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는 활동을, 측정값 어림 유

다루어왔다. 무게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각

형으로 교실의 부피가 몇 m3인지 어림 활동을

도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으로 제

제시하였다.

시되어 교과서에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부피의 어림측정 전략은 2015 개정 교과서에

시간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지

유일하게 나타난다. 부피가 1cm3와 가장 비슷한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개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3

물건을 보기에서 고르는 활동에 앞서 1cm 를 약
3

또한,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지 않는 넓이와 부피

속하고 1cm 에 해당하는 시각적 표현을 함께 제

의 어림측정 활동은 드물게 나타났지만, 현행 교

시하여 어림측정 시 참조물로 활용하도록 활동

과서에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을 구현하였다(Figure 15).

둘째, 각 속성에 따라 어림측정 활동 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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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길이는 다른 속성에 비해

셋째,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의 유무가 교과서

지속적으로 그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길이

의 어림측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선 첫

는 일상생활에서 활용 기회가 많고 이후 넓이나

째와 둘째 결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교과서에서

부피 학습에 기초가 되므로, 타 속성에 비해 길이

시간, 넓이, 부피의 어림측정 활동의 미흡은 교

어림측정 활동을 다수 제시하여 길이에 대한 양

육과정 성취기준 유무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

감 신장을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들이는

을 수 있다(Table 8~10). 한편 2015 개정 교육과

교육과정별로 분량이 유사하고, 무게는 최근의 두

정은 길이, 들이, 무게, 각도에 대한 성취기준만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 분량이 증가된 것으로

제시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속성 7개의 어림측정

나타났다. 그러나 길이에 비해 타 속성의 어림측

활동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는 제

정 활동 빈도는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시간, 넓

시되지 않았지만 어림의 중요성을 고려한 교과

이, 부피의 어림측정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선행

서 집필진의 선택이며, 오늘날 수학교육계의 경

연구에서 길이를 제외한 들이, 무게, 넓이, 부피에

향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이후 교

서 학생들의 어림측정 능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

육과정 개정 시 시간, 넓이, 부피의 어림측정에

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학생들의 경험이 빈약

대한 성취기준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심도

하다는 사실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Han et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al., 2004; Jeon, 2020). 따라서 길이 이외의 다른

넷째, 어림측정의 유형이 속성별, 교육과정별

속성들에 대한 어림측정 활동 분량을 늘려 학생

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들이와 무게의 경우 측정

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값 어림과 대상 찾기의 빈도가 유사하게 제시되

의 궁극 목표가 양감의 형성이므로 이를 위해 어

었으나, 나머지 속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길이

림측정 활동의 분량을 확대하고 양감 지도를 위

와 각도는 측정값 어림이, 시간은 대상 찾기가

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적

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2009 개정 교과서부터

합한 어림측정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

주어진 대상에 알맞은 단위를 찾는 유형의 활동

하므로 교과서에서 어림측정 활동을 구성할 때,

을 일부 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Figure 16). 이러

각 속성별로 보다 효율적인 어림측정 유형이 있

한 활동은 표준단위 및 각 측정 속성에 대한 양

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다양한 어림

감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측정 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Bright
(1976)의 어림측정 유형이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활동 구성 시, 측정값 어림 및 대상 찾기
유형과 더불어 대상의 제시 여부, 보기 대상의
제시 여부, 단위의 제시 여부 등(Figure 1 참조)
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어림측정
유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어림측정의 전략이 교육과정별, 속성

Figure 16. Finding the unit of capacity (Math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

3-2-5, p. 165)

되는 어림측정 전략의 빈도 및 종류가 상이하였

2021, Vol. 31, No. 1

ㆍ

ㆍ

ㆍ

장 혜 원 남 지 현 김 범 진 박 유 진

79

으나,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림측정 전략

를 제공하고 km에 대한 양감을 키워주는 데 도

을 포함한 활동의 증가 경향을 확인하였다. 2015

움이 될 것이다.

개정 교과서의 경우, 길이, 들이, 무게는 어림측
정 전략 3가지가 모두 드러나지만, 이외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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