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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들이와 무게 지도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방정숙1) ․ 권미선2) ․ 김민정3) ․ 최인영4) ․ 선우진5) 

측정은 초등 수학 교육에서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측정 영역을 의미 있게 지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크게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와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을 비교하였
고, 이 중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은 측정의 학습 내용에 특화된 교수‧학습 요
소에 따라 단위의 필요성, 용어의 의미, 적절한 단위 선택, 적절한 측정 도구 선택, 
계산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국가 모두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단위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등 측정을 지도하는 일
반적인 방향은 유사하였다. 반면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 중 용어의 의미, 적
절한 단위 선택,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등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확
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 및 차기 교과
서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들이, 무게,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국제 비교

Ⅰ. 서   론

측정은 양(quantity)을 다루는 활동이다. 양에 대한 개념은 초등학교 수학의 출발점이자, 

수와 연산, 도형, 규칙성 및 자료와 가능성과 같은 여러 내용 영역을 학습하는 토대로써 

중요하다(강완, 나귀수, 백석윤, 이경화, 2013). 이에 초등학교에서 측정의 중요성은 지속적

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a)은 측정을 실생활이

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능이며, 측정을 통해 길러지는 양감이 수학

적 소양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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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이 다양한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정교화 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것은 초등 수학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반면 초등 수학 교육에서 측정 지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에서 측정 

영역을 의미 있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례로 변혜진과 신항균(2009)이 초등학교 교

사들을 대상으로 측정 영역의 지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현장 교사들은 측정의 

주요 내용을 충실하게 지도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위 좋은 수학 수업

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다고 하여도, 측정 영역에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요소는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방정숙, 김정원, 김혜정, 2012). 따라서 측정 영역

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며,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

으로 현행 수학 교과서의 측정 영역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황현미(2013)에 따르면 

수학 교과서는 수학 수업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며 우리나라의 교사들

은 수학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를 고려했을 때,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측정 영역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측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

다 의미 있는 측정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측정 영역에 대한 교과서 분석 연구를 살펴보

면, 주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측정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특정한 측정 속성에 대한 지도 방안을 살펴보거나(예, 

방정숙, 권미선, 김민정, 최인영, 선우진, 2016), 어림하기와 같은 특정한 측정 활동을 중심

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경우(예, 박교식, 2015)가 많았다. 이와 같이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기보다 좁은 범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들은 특정한 측정 속성이나 활동

에서 요구되는 고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측정 영역에 

관한 교과서 분석 연구는 일부의 측정 속성을 중심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길

이나 넓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들이나 무게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혜진과 신항균(2009)에 따르면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측정 

속성 중 부피와 들이를 지도하기 가장 어려워한다. 또한 무게의 단위인 킬로그램(kg)은 미

터(m)와 마찬가지로 국제단위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에 의한 기본단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7), 측정 영역에서 들이와 무게에 대한 더욱 적극

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측정 속성들 중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에 초점을 두어 초등

학교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함

께 비교·분석하여, 한국 교과서만 살펴볼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들이와 무게를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차기 교과서의 관련 단원을 개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측정 영역의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

측정 영역의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 연구에 많이 인용되는 Shaw와 Cliatt(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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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s, Lindquist, Lambdin과 Smith(2009)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Shaw와 Cliatt(1989)

의 연구는 초등학생의 측정 감각을 신장하기 위한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론적 토대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측정 감각(measurement sense)’을 강조하였으며, 

측정 감각은 “적절한 단위에 대한 지식, 측정 과정에 대한 지식, 측정할 때와 어림할 때

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어림 전략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pp. 149-150). 

더불어 학생의 측정 감각을 신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작 활동, 측정 과정과 결과를 언

어로 표현해 보는 활동, 비교하고 어림한 뒤에 측정하는 활동, 자신의 측정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 가정과 연계한 측정 과제를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Reys 외(2009)는 측정 속성을 지도할 때 측정 과정과 어림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측정 과정은 크게 속성의 확인, 단위 선정, 대상의 비교, 단위 수의 확

인, 기록이라는 다섯 가지의 과정을 이르며, 이는 모든 측정 속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

능하다고 보았다. 이때 측정 과정 중 측정 도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특히 저

울이나 눈금실린더와 같은 측정 도구의 사용을 어려워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선행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주요 국외 연구들은 측정 

영역을 지도하는 전반적인 원리나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실제적인 

측정 능력을 강조한다.

2. 들이와 무게의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

들이와 무게의 지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들이와 무게에만 초점을 둔 

연구는 몇 편의 석사 논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본 절에서는 들이와 

무게의 지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 뿐 아니라, 연구의 일부분으로 들이와 무게

의 지도를 다루는 연구들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선행 연구는 크게 초등학생의 들

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이나 능력을 조사한 연구, 초등학생의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

정 감각이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탐색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가.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이나 능력을 조사한 연구

초등학생의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이나 능력을 조사한 연구는 김주현과 김애화

(2011), 서정아 외(2000), 이유미(2010) 등이 있다. 먼저 김주현과 김애화(2011)는 수학 성취

가 낮은 학생 83명과 일반학생 83명을 대상으로 측정 영역 전반에서 드러나는 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중 들이와 무게의 측정과 관련하여 두 집단의 학생 모두 측정 도구

와 관련된 문항을 어려워하였는데, 특히 수학 성취가 낮은 학생은 일반학생보다 들이 단

위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항과 무게 단위의 차를 계산하는 문항을 더욱 어려워한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서정아 외(2000)는 초‧중학생들의 측정 도구의 눈금을 읽는 능력과 측정 속

성에 대한 개념 이해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초등학생들은 눈금 실린더의 눈금 읽는 방

법을 가장 어려워하였고 밀리리터(mL)를 무게의 단위로 혼동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보고하

였다. 마지막으로 이유미(2010)는 초등학교 3, 4학년 376명을 대상으로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만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측정 감각은 Shaw와 Cliatt(1989)에서 

제시하는 측정 감각의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적절한 단위 지식,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을 

결정하는 지식, 어림 측정 전략에 대한 지식, 측정 대상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들이와 무게를 측정할 때 적절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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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어림 측정 전략에 대한 지식

과 측정 대상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

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어림 

측정 전략에 대한 지식, 측정 대상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임

을 알 수 있다.

나.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을 신장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탐색한 연구

앞서 살펴본 초등학생의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이나 능력을 조사한 연구와 비교

하여, 들이와 무게의 측정 감각을 신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탐색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그 중 김명옥과 권성룡(2009), 유은진(2013) 등이 있다. 먼저 김명옥과 권성룡

(2009)은 소집단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어림 측정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길이, 들이, 무게, 넓이 4가지 속성에 대한 어림 측정 전략

은 동료들과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신장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들이와 무게라는 속성에 특화된 지도 방안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측

정 속성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지도 방안이라 하겠다.

한편 유은진(2013)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들이와 

무게 단원을 재구성한 후 수업에서 드러나는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을 분석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

나, 그 과정에서 들이와 무게에 대한 측정 감각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단원을 재구성하였다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유은진(2013)은 Shaw와 Cliatt(1989)가 제안하는 

측정 감각을 신장하기 위한 지도 원리를 기반으로 들이와 무게 지도에 특화된 교수‧학습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들이와 무게의 측정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측정의 필요

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직접 비교의 불편함을 통하여 간접 비교의 필

요성을, 임의 단위의 불편함을 통하여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 표준 단위를 지도할 때에는 1리터(L), 1킬로그램(kg) 등과 같은 표준 단위에 대한 

양감을 기르고,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표준 단위에 해당하는 들

이와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국

내 연구 중에는 초등학생들의 들이와 무게의 측정 감각이나 능력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 상 부족한 편이며, 더불어 특정 속성에 특화된 지도 방안을 구체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측정 단원을 분석한 연구

본 연구에서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측정 단원

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길이나 넓이 지도에 관한 분석이 많았는데, 이는 방정숙과 황현미

(2012)가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수학 교과서 관련 연구들을 분석

한 결과와 유사했다. 반면 들이와 무게 지도와 관련된 교과서 분석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측정 영역에 대한 교과서 분석 연구들 중 본 연구에 시사점

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교

과서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지혜(2013)가 있다. 김지혜(2013)는 드물게 들이와 무게 지도 내

용만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학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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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이다. 교과서의 분석 기준은 크게 지도 시기, 지도 내용, 지

도 방법, 측정 도구, 용어 및 기호로 다섯 가지였으며,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서 들이와 무게를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박

교식(2015)은 어림재기의 유형과 전략에 초점을 두어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

시된 측정 단원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어림재기를 할 때 사용하는 신체의 감각, 

Bright(1976)의 분류에 따른 어림재기의 유형, Lindquist(1987)의 분류에 따른 어림재기의 전

략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 기준은 이전에 어림재기의 전략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지도 방

안을 분석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상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중 들이와 무게에서는 

주로 참조물을 사용하는 어림 전략이 많았는데, 특히 들이 지도에서는 시각을 사용하여 

대상의 양을 어림하는 유형이, 무게 지도에서는 촉각을 사용하여 특정한 무게에 해당하는 

사물을 찾아보는 유형이 많았다.

방정숙 외(2016)는 길이와 시간의 지도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이지만, 여기서 

적용된 교과서의 분석 기준을 주목할 만하다. 방정숙 외(2016)는 측정 영역에서 강조되는 

교수‧학습의 요소들을 도출한 후에 그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정 영역에 특화된 교과서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측

정의 전반적인 교수‧학습 요소와 학습 내용에 특화된 교수‧학습 요소라는 분석 기준을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측정의 전반적인 교수‧학습 요소는 측정을 지도하는 학습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되거나 강조되기를 기대하는 요소들로서, 측정의 필요성 강조, 측정 경험, 

어림하기, 기본 단위량에 대한 양감 형성하기, 실생활 및 타교과와의 연계하여 다루기를 

포함하며, 학습 내용에 특화된 교수‧학습 요소는 특정한 학습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

려되기를 기대하는 요소로서, 용어의 의미, 단위의 필요성, 계산의 필요성, 적절한 단위 선

택, 오개념 활용, 적절한 측정 도구 선택을 포함하였다. 

정리하면, 최근 측정 영역에 대한 교과서 분석 연구는 좁은 주제에 초점을 두고, 해당 

내용에 특화된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세부적인 시

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네 교과서에 제시된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을 비교하되, 측정 

영역을 지도할 때 요구되는 교수‧학습 요소에 초점을 두어 비교‧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본 논문은 들이와 무게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현행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는 데 주목적

이 있다. 이때 한국의 교과서만 분석하기보다 국내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 주로 연구되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수학 교과서를 함께 비교․분석하여6), 한국 교과서만 분석했을 때에

는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때 한국은 국정 교과서인 반

6) 국제 비교의 대상으로 일본과 미국을 선정한 이유는 교육과정에 대한 국제 비교를 할 때 교육 선
진국이거나 우리나라와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는 임현수와 강홍재(2010)의 주장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TIMSS와 같은 국제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성취도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최병훈 외(2006)를 비롯한 여러 국내 연구
에서 많이 연구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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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본은 검정 교과서, 싱가포르와 미국은 민영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해당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정하였다.7) 이 중 들이와 무

게의 지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및 출처

국가 교과서명 출처

한국 수학 1-1, 수학 3-2, 수학 5-2 교육부(2013, 2014, 2015b)

일본

Study with your friends MATHEMATICS for 

elementary school

1-1, 2-1, 3-2, 5-1, 6-2

Hitotsumatsu 외(2011a∼e)

싱가포르
My pals are here! Maths 

2B, 3B, 5B, 6B
Kheong 외(2008, 2009, 2014, 2015)

미국
Everyday mathematics

 1-1, 1-2, 2-2, 3-2, 4-2, 5-2
Bell 외(2007a∼f)

2. 분석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별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들이와 무게를 지도할 때, 어떤 내

용을 지도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측정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교수‧학습 요소들

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분

석 기준을 크게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와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으로 정

하였다. 이때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는 각 교과서별로 어떠한 학습 내용을 어느 

시기에 다루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기준이며,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은 

방정숙 외(2016, p. 307)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에 특화된 측정의 교수·학습 요소’에 따

라 각 나라의 수학 교과서에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 방정숙 외(2016)에서 제시한 두 가지 분석 기준 중 

‘학습 내용에 특화된 측정의 교수·학습 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측정 영역

의 모든 학습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교수‧학습 요소보다 학습 내용에 따라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교수‧학습 요소가 각 나라별 교과서 내용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방정숙 외(2016)의 분석 기준을 들이

와 무게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표 2> 참조).

7) 일본 교과서는 GAKKOHTOSHO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지혜(2013)에 의
하면 GAKKOHTOSHO사의 교과서는 일본에서 비교적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는 교과서 중 하나이
면서 일본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해당 교
과서를 인용하는 연구들(예, 김지혜, 20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
다. 싱가포르 교과서는 최병훈 외(2006)를 참고하여, http://www.sgbox.com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러 교과서 중 싱가포르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의 승
인을 받은 4종의 교과서를 검색하였고, 그 중 판매 순위가 가장 높은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미국 교과서는 Everyday Mathematics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
준(NCTM, 2000)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미국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이
다(서경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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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에 대한 분석틀(방정숙 외, 2016, p. 307)

분석 기준 내용

단위의 필요성 들이 또는 무게의 단위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가?

용어의 의미 들이 또는 무게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가?

적절한 단위의 선택 측정한 대상에 적절한 들이 또는 무게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가?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학생들이 들이 또는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가?

계산의 필요성 들이 또는 무게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가?

학생 오개념의 활용
들이 또는 무게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지기 쉬운 오개념을 활용하여 활동을 

구현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들이와 무게의 지도 내용을 <표 2>에 따라 단위의 필요성, 

용어의 의미, 적절한 단위의 선택,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계산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학생 오개념의 활용은 측정 영역 전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으로 분석하기보다 다른 분석 기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

이 제시될 경우마다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Ⅳ.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

1.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

가. 들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들이8)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를 유사한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네 나

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한국을 제외한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1 리터(L)와 1000 세제곱센티미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

피와 들이의 관계를 5, 6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물 1 리터(L)의 무게는 

1 킬로그램(㎏)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입체도형의 부피와 들이 사이의 관계, 들이와 무게 

사이의 관계를 5학년에서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6학년 때 초등학교에서 그동

안 배운 모든 단위들을 정리하는 단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단원을 통하여 킬로리터(kL)

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8) 일본, 싱가포르, 미국 교과서에서 들이와 관련된 용어가 한 가지로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
에 우리나라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염두에 두고, 문맥에 따라 volume을 들이 또는 부피로 번역
하였고, capacity를 들이 또는 용량으로 번역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복이 되더라도 
원어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영어 표기를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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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들이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1-1
・들이(담을 수 있는 
양)의 직관적 비교, 
직접 비교

1-1
・들이(amount of 
water)의 직접 비교, 
간접 비교

2-2

・물의 들이(volume of 
water) 도입

・들이의 직관적 비교, 
직접 비교

1~2
・들이(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의 직관적 비
교, 직접 비교

3-2

・들이의 간접 비교
・용어 도입: 들이
・L와 mL의 도입, L와 
mL의 관계, 단명수와 
복명수

・들이 어림 및 측정
・들이의 합과 차

2-1

・L와 dL 도입, L와 
dL의 관계, 단명수와 
복명수

・들이의 합과 차
・mL 도입, L, dL와 
mL와의 관계

2-2

・들이의 간접 비교
・L 도입
・들이 비교 및 측정
・들이의 합과 차
・들이의 곱셈과 나눗셈

1-2 ・간접 비교

2-2

・들이(capacity) 용어 
도입

・들이 측정 도구
・들이 단위 도입

3-2

・mL 도입, L와 mL 관계
・들이의 측정 
・들이 용어 지도: 
volume vs capacity

・복명수와 단명수

3-2
・단위 사이의 관계
・단위의 크기와 측정
값 사이의 관계

4-1
4-2

・단위 사이의 관계
・무게와 들이의 관계
・들이 관련 곱셈/나눗셈

- -

5-1

・들이(amount of 
water)와 부피
(volume)의 관계

・들이 용어 지도: 
volume of water vs 
capacity of 
container

6-2
・고체와 액체의 부피
(volume)

5-2

・단위 사이의 관계
・부피(volume)와 들이
(capacity)의 관계

・들이(capacity)와 무게
(weight)의 관계

6-2

・여러 가지 단위
・ kL 도입
・부피 단위(units of 
volume)의 관계 통합

・물의 들이(volume of 
water)와 무게
(weight) 사이의 관계

나. 무게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 다루는 무게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를 유사한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무게도 들이와 마찬가지로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며, 대부분 3학년 때 킬로그램(kg)과 

그램(g)을 중심으로 무게의 어림과 측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때 한국은 다른 나

라와 비교하여 톤(t)을 도입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고, 일본과 미국에서는 밀리

그램(mg)도 다룬다. 한편 일본과 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이나 부피가 무게와 어떻게 관

련되는지를 지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은 길이 단위를 기반으로, 넓이, 부피(들이), 무게

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1 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 세제곱센티미터(㎤)와 같고, 이는 물 1 밀리리터(㎖)와 같으며, 1 세

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는 1 그램(g)과 같다는 방식이다(Hitotsumatsu et 

al., 2011e, pp. 80-81). 미국에서는 일본보다는 덜 정교한 방식으로 물 1 리터(L)의 무게가 

1 킬로그램(㎏)과 같다는 것을 다루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들이와 무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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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무게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1-1
・무게의 직관적 비교, 직접 
비교

3-2
・무게(weight)의 직접 비교, 
간접 비교 

2-2
・무게의 간접 비교
・용어 약속: 질량
(mass)

1-1
・윗접시 저울을 사용
한 무게의 간접 비교

3-2

・무게의 간접 비교
・kg과 g 단위 도입, kg과 
g의 관계, 

  단명수와 복명수 
・무게의 어림 및 측정
・무게의 합과 차

3-2

・용어 약속: 무게
(weight)

・g 도입, 저울 읽기
・kg 도입, g과 kg의 관계
・t 도입, t과 kg의 관계
・단명수와 복명수
・무게의 어림 및 측정
・무게의 성질 
・무게와 부피의 관계
・무게의 합과 차

2-2

・kg 도입, 무게 측정
・g 도입, 무게 측정
・무게의 합과 차
・무게의 곱셈/나눗셈

2-1 ・무게의 직・간접 비교

2-2

・용어 약속: 무게
(weight)

・무게 측정 도구
・무게 단위 도입

3-2
・kg과 g의 관계, 단명수와 
복명수 

・무게의 어림 및 측정

3-2

・단위 사이의 관계
・lb의 곱셈과 나눗셈
・여러 가지 저울
・mg, t 도입
・무게와 부피의 관계

4-2
・단위 사이의 관계
・무게와 들이의 관계
・무게 관련 곱셈/나눗셈 

5-1 ・t 도입, t과 kg의 관계 6-2
・여러 가지 단위 
・mg 도입
・무게와 들이의 관계

- - 5-2
・단위 사이의 관계
・무게와 들이의 관계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들이와 무게의 학습 내용 및 지도 시기는 유사하

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리터(L)와 밀리리터(mL), 킬로그램(㎏) 및 그램(g)과 같은 미터법에 

의한 단위(metric unit)를 다룬다. 또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주로 초등학교 2, 

3학년 때 들이와 무게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 단위 사이의 관계가 강조된다는 점 등

의 공통점이 있으며, 일본과 미국에서는 들이와 무게를 다른 개념과 연결하여 5, 6학년 과

정까지 지속적으로 다룬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

가. 들이의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1) 단위의 필요성

들이 지도 방안을 단위의 필요성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네 나라의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 도입 전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공통

적으로 들이 단위인 1 리터(L)를 도입하기 전에 작은 컵을 임의 단위로 사용하여 들이를 

측정해 보거나, 서로 다른 들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1 리

터(L)라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교과서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은‘어떤 방법으로 약속하면 누구나 쉽게 알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발문한

다. 반면 일본은‘물의 양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를 발문함으

로써 임의 단위를 사용하면 들이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불편함을 명확하게 부각한다(<표 5> 참조). 일본은 그 외에도 ‘길이는 어떻게 

비교했었지?’와 같은 발문을 통하여, 길이를 비교할 때 표준 단위를 사용했던 경험을 들

이를 학습하는 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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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위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단위 
도입 
전 

활동

·서로 다른 용기의 
들이를 동일한 컵을 
사용하여 비교해 보는 
활동

·서로 다른 용기의 
들이를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컵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상황 

·물의 들이(volume) 약속 
·세 가지의 들이를 
동일한 컵을 사용하여 
비교해 보는 활동

·들이(capacity) 약속
·들이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의 
소개

단위 
도입을 
위한 
주요 
발문

·얼마만큼의 양을 들
이의 단위로 정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약속
하면 누구나 쉽게 
알고 사용할 수 있
을까?

·물의 양을 어떻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길이는 어떻게 비교
했었지?

-
·측정 컵은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한편 싱가포르와 미국은 들이의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들이의 의미를 약속하고 시작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싱가포르는 ‘용기에 담긴 물의 양을 물의 들이(volume of 

water)’라고 약속하는 반면, 미국에서는‘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을 용기의 들이

(capacity)’라고 약속하면서 들이를 측정하는 측정 컵과 측정 스푼, 눈금 실린더 등을 함

께 제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싱가포르와 미국은 단위의 도입에 앞서 들이라는 속성

에 대하여 먼저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측정 속성과 측정 도구와

의 연결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용의의 의미

용어의 의미는 각 나라별로 들이 단위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들이 단위

에 대한 추가적인 발문이나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미터법에 의한 단위인 리터(L), 밀리리터(mL)를 다루며, 일본은 데시

리터(dL)까지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관습적인 단위인 갤런(gal), 쿼트

(qt), 파인트(pt), 컵(c), 온스(oz) 등을 병행하여 다루며, 관습적인 단위를 먼저 충 분히 학

습한 이후에 미터법에 의한 단위와 연결하여 지도한다.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들이’나 리터(L)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라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각 교과서에 정의된 들이와 부피에 대한 정

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들이’와‘부피’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지

만, 3학년 2학기 교과서(교육부, 2014, p. 143)를 보면 들이를‘[천 모형] 그릇에 담은 양’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들이를‘volume’과‘capacity’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다루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2학년까지 들이를‘amount of water’

로 표현하다가, 5학년 때 고체의 부피(volume)를 도입하면서“용기의 크기는 그 안을 채우

는 물의 부피(volume of water)와 동일하며, 그러한 부피를 용기의 들이(capacity)”라고 지

도한다(Hitotsumatsu et al., 2011d, p. 94).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들이를 처음 도입하는 2학

년에는 “용기에 담긴 물의 양(amount of water)을 물의 들이(volume of water)”라고 약

속하고(Kheong et al., 2014, p. 126), 이후 3학년에는“volume은 용기 안에 담긴 액체의 양

을, capacity는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이라고 구별하여 설명한다(Kheong et al., 

2015, p. 34).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들이를 capacity, 부피를 volume으로 기술

하는데, 이때 들이(capacity)를 처음 도입할 때에는“용기가 담을 수 있는 양(the amou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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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can hold)”이라고 안내하지만(Bell et al., 2007c, p. 700), 정작 교과서의 용어 정

리를 살펴보면, 들이(capacity)와 부피(volume)를 동일하게 “3차원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

의 양(the amount of space occupied by a 3-dimensional figure)”이라고 정리한다.  

즉 일본과 미국은 처음에는 capacity를‘용기에 담은 양’의 의미로 비형식적으로 안내

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capacity와 volume을 동일한 의미로 지도하고 있으며, 싱가

포르는 들이를 처음부터 volume이라는 용어로 안내하되,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을 용량(capacity)이라고 구별하여 지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들이나 부

피에 대한 의미나 두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교과서에 명시하지는 않는다.

<표 6> 용어의 의미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용어의 
약속

·들이의 단위에는 
리터와 밀리리터가 
있습니다.

·(천 모형)만큼을 그릇에 
담은 양을 1 리터라 
하고, (일 모형)만큼을 
그릇에 담은 양을 1 밀리
리터라고 합니다.

·리터라는 단위는 
물의 양(amount of 
water)을 표현한다. 1 
리터는 1L라고 쓴다. 

·리터는 들이
(volume)의 단위이
다. 리터를 l라고 쓴
다. 1L는 일 리터라
고 읽는다.

·리터는 큰 들이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을 용기의 들이
(capacity)라고 한다.

·1L를 10개의 동일
한 양의 단위로 나
누었을 때, 그 중 
한 단위의 양을 1 
데시리터라고 한다.

·액체를 담는 용기의 
부피(volume)를 때
때로 용기의 들이
(capacity)라고 한다. 
들이는 갤런(gallon), 
쿼트(quarts), 파인트
(pint), 컵(cup), 온스
(ounce), 리터, 밀리
리터로 측정한다.

·밀리리터는 L와 dL보
다 작은 양을 나타낸다. 

·밀리리터도 들이의 
단위이다. 밀리리터를 
mL라고 쓴다.

·밀리리터는 작은 들이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추가 
설명

·1L보다 500mL 더 
많은 들이를 1L 
500mL라고 쓰고 1 리터 
500밀리리터라고 읽습
니다.

·L는 많은 나라에서 
액체의 양(amount of 
liquid)과 같은 부피
(volume)의 단위로 사용
된다.

·L는 때때로 l라고 쓴다.

·들이(volume)는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의 양
이다.

·용량(capacity)은 용기
에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액체의 양이다.

·들이는 액체가 얼마
나 있는지, 마카로니
나 쌀과 같이 용기
에 부을 수 있는 물
질(substance)이 얼
마 만큼인지를 측정
하는 단위이다.

·용기의 크기(size)는 
그 안을 채우는 물
의 부피(volume of 
water)와 같다. 그러
한 부피(volume)를 
용기의 들이
(capacity)라고 한다.

·리터와 밀리리터는 
미터단위, 갤런, 쿼트, 
파인트, 컵, 온스는 
미국의 관습 단위이
다.

·부피(volume)의 단위
도 길이의 단위를 기
반으로 만들어졌다.

·dL 또는 mL에서 L은 
표준단위이다.

·단위의 접두어

… (점선) : 동알 단원 내에서 다루는 활동, ― (실선) : 다른 단원에서 다루는 활동

같은 맥락으로 리터(L)라는 동일한 단위에 대한 설명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한

국은 부피 개념을 토대로 리터(L)를 약속하고 있는데, 국제단위계(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7)에 의하면 리터(L)는 부피를 나타내는 비SI 단위9)라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들이를 부

피의 개념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피의 규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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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천 모형과 일 모형으로 리터(L)와 밀리리터(mL)를 설명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이 1 

리터(L)에 대한 잘못된 정의와 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그림 1] 참조). 한편 일

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1 리터(L)라는 수학적인 설명보다는 1 리터(L)에 해당하는 액체

의‘양(quantity)’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때 들이가 1 리터(L)인 실생활 소재들을 함께 제

시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동일한 들이의 단위를 설명하는 방식과 이때의 강

조점들이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부(2014, p. 143) Kheong 외(2014, p. 130)

[그림 1] 한국과 싱가포르 교과서에 실린 리터(L)에 대한 약속

그 외에 단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각 나라별로 강조되는 학습 내용의 차

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단위의 복명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측정값을 단

명수와 복명수로 나타내는 활동을 중요하게 다룬다. 반면 일본은 리터(L)가 다른 여러 나

라에서도 들이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터(L)가 경우에 따라 필기체(l)로도 

쓰인다는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또한 일본은 6학년 2학기 때 여러 가지 단위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단원을 통하여, 부피의 단위가 길이의 단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

다는 내용과 세제곱센티미터(㎤)와 밀리리터(㎖) 사이의 관계 등 단위와 관련된 내용을 깊

이 있게 다룬다(Hitotsumatsu et al., 2011e, p. 80).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두 종류의 단위

인 관습적인 단위와 미터법에 의한 단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복명수를 다루지 않는 대신 

여러 가지 단위들 간의 관계를 거의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다룬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들이를 주로 액체의 양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서는 마카로니나 

쌀과 같은 물질(substance)도 다룬다는 점에서 들이가 무조건 액체의 양을 나타낸다고 생

각하는 학생의 오개념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적절한 단위의 선택

적절한 측정 단위의 선택 측면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단위 선택의 기회를 직접적

으로 제시한 경우와 간접적으로 제시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7> 참조). 단위 선

택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일본과 미국인데, 그 중 일본은 들이 단원에서

는 단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후 6학년 2학기 <양과 단위> 단원에서 여러 가

지의 측정 단위들 중 주스의 양이나 학교 수영장 물의 들이를 측정할 때 어떤 단위를 사

9) 국제단위계(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7, p. 31)에 의하면 리터(L)는 부피를 나타내는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허용된 비SI 단위”이며, 이러한 단위들은 SI 단위(SI 기본 단위와 SI 유도 단

위)에 의하여 정확한 정의를 갖는다. 참고로 1리터를 SI 단위로 나타낸 값은 1 L = 1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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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하는지 선택해 보는 정도로 간단하게 다룬다(Hitotsumatsu et al., 2011e, pp. 77). 

반면 미국은 들이를 지도하는 단원에서 갤런(gal), 컵(c), 리터(L) 등의 여러 가지 들이 단위

들 중에서 어떤 단위로 측정할 것인지를 선택해 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다([그림 2] 

참조). 

<표 7> 적절한 단위 선택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관련 
내용

·어림의 필요성과 어
림 전략에 대해 논
의하기

·어림 표현 약속하기
·100mL를 기준으로 
어림 및 측정하기

·여러 가지 물건의 
들이를 어림하고 측
정하기

·여러 가지 용기의 
들이를 1L 측정 컵
과 1dL 측정 컵으로 
측정하기

·두 용기의 들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1L 
측정 컵과 1dL 측정 
컵 중 선택하고 측
정하기

·양동이에 표시된 위치
까지 물을 채우기 위
하여 몇 L가 필요한지 
어림하고 확인하기

·여러 가지 용기의 들
이를 어림 및 측정하기

·용기의 들이를 확인
하기 위한 측정 도
구 선택하기

·측정 용기 만들기
·여러 가지 용기의 
들이 어림 및 측정
하기

·임의 단위로 들이 
비교하기

·적절한 들이 단위 
선택하기

·적절한 들이 단위 
선택하기

단위 
선택 
기회 

간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간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그림 2]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적절한 단위 선택 활동의 예(Bell et al., 2007d, p. 250)

한편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간접적으로 단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여

러 가지 용기의 들이를 어림한 후 기록해 보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활동은 어림

한 값을 적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단위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미국과 같이 명시적

으로 단위의 선택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교과

서에 제시된 들이의 어림 전략을 살펴보면, 한국,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들이를 어림할 때 

주로 100mL나 1L의 측정 컵과 같은 참조물을 사용하여 용기의 들이를 어림해 보는 활동

이 많은 반면에, 일본에서는 어림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미

국을 제외하고는 들이의 어림이나 측정을 지도할 때 적절한 단위를 선택해 보는 활동은 

별반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측면도 <표 8>과 같이 직접적인 경우와 간접적인 경우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교과서를 제외한 일본, 싱가포르, 미국 교과서에서는 

주어진 들이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적절한 측정 도구



   방  정  숙  ․  권  미  선  ․  김  민  정  ․  최  인  영  ․  선  우  진640
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림 3] 참조). 구체적으로 일본은 학생들이 각자 1L 

측정 컵과 1dL 측정 컵을 만든 후, 여러 가지 용기의 들이를 이 두 가지의 측정 컵으로 

측정해 보게 하거나, 용기의 들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1L 측정 컵과 1dL 측정 컵 중 어느 

컵이 더 적절한지 선택하게 한다. 싱가포르와 미국에서는 들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림한 들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측정 도구를 사

용할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게 한다. 반면 한국에는 여러 가지 들이를 어

림한 후 직접 재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때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발문은 없다.

<표 8> 측정 도구의 선택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측정 도구 
선택 기회

간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측정 도구
1L 비커, 

100mL 비커
1L 측정 컵, 
1dL 측정 컵

10mL 주사기, 
50mL 눈금실린더, 
100mL 컵, 1L 컵

여러 들이의 측정 컵, 
측정 스푼, 티스푼  

Hitotsumatsu 외(2011b, p. 105) Kheong 외(2015, p. 36)

[그림 3] 일본과 싱가포르 교과서에 제시된 적절한 측정 도구 선택 활동의 예

한편 학생의 오개념 활용과 관련하여 측정 도구의 사용 방법 및 눈금 읽기에 대한 활동

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측정 도구의 눈

금을 읽어보는 활동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리터 눈금 사이의 작은 눈금이 1 데시

리터(dL)를 나타낸다는 것을 지도하고, 싱가포르는 다양한 들이의 측정 컵을 제시하여, 측

정 컵에 따라 각 눈금이 나타내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지도한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컵이나 비커에 담긴 액체의 들이를 읽어보는 활동이 거의 없으

며, 측정 도구의 종류도 적은 편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교

과서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명시적으로 다루

며, 측정 도구에 담긴 액체의 들이를 읽어보는 활동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도구의 눈금을 읽어보는 활동이 부족하다.

5) 계산의 필요성

들이 지도에 대한 계산의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들이의 합과 차와 관련된 학습 내

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들이의 합과 차를 독립된 차시나 

활동으로 다루지만, 미국에서는 들이의 합과 차를 독립된 차시나 활동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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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산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분석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 먼저 <표 9>를 통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모두 들이의 합과 차에 관한 실생

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들이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다룬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계산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문
제 

맥
락
의 

예

덧
셈

집에 1L 200mL의 물이 남
아 있고 오늘 알라딘이 3L 
400mL의 물을 사왔어요. 물
의 양은 모두 얼마인지 알
아봅시다.

플라스틱 병에 6dL의 주스
가 담겨있고 다른 병에는 
8dL의 주스가 담겨있다. 주
스의 양은 모두 몇 L 몇 dL
인가?

라주(Raju)의 가족은 일주일 
동안 오렌지 주스 두 병을 마
셨다. 한 병에는 2L의 오렌지 
주스가 있었고, 다른 한 병에
는 4L의 오렌지 주스가 있었
다. 라주의 가족이 마신 오렌
지 주스의 양은 얼마인가?

뺄
셈

알라딘이 사온 물의 물과 
집에 있던 물의 양의 차를 
알아보시오.

두 병에 담긴 주스 양의 차
이는 얼마인가?

A공장에서는 일주일에 64L의 
기름이 사용된다. B공장에서는 
A공장보다 29L의 기름이 적게 
사용된다. 두 공장에서 사용한 
기름의 양은 모두 얼마인가?

주요 
내용

·몇 L 몇 mL의 덧셈/뺄셈하기
·형식화하기
·받아올림/내림이 있는 덧
셈/뺄셈하기

·받아올림이 있는 dL/몇L 
몇dL의 덧셈하기

·형식화하기
·뺄셈 문제 해결하기

·몇 L끼리의 덧셈/뺄셈하기
·몇 L끼리의 곱셈/나눗셈하기

·몇 mL끼리의 문장제 해결하기

… (점선) : 동알 단원 내에서 다루는 활동, ― (실선) : 다른 단원에서 다루는 활동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들이의 합과 차를 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두 용기에 담긴 액체량의 합을 구하거나 그 차를 구하는 실생활 문

제를 다룬다. 이에 문제의 맥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국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알

라딘’이라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들이

의 합과 차에 관한 일련의 문장제들로 차시를 구성한다. 이때 다른 나라의 문제 맥락과 비

교하여 한국의 문제 맥락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편인데, 집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측정

하거나 물을 3L 400mL만 사왔다는 상황, 집에 있는 물의 양을 계산해보는 상황 등은 학생

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집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재거나 비교하는 특별한 이유나 맥락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계산의 필요성

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들이의 합과 차에 대한 지도 내용이 나라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들이의 합과 차를 별도의 활동으로 각각 다루며, 합을 지

도한 과정과 동일하게 차를 지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반면 일본은 받아올림이 있는 dL

끼리의 덧셈, 받아올림이 있는 몇 L 몇 dL끼리의 덧셈은 독립된 활동으로 형식화까지 다

루지만, 들이의 차는 덧셈과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해결해 보도록 언급하는 데 그

칠 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Hitotsumatsu et al., 2011b,  p. 103). 싱가포르는 리터(L)

를 중심으로 들이의 합과 차 뿐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까지 별도의 차시로 다루지만, 몇 L 

몇 mL 간의 계산은 별도로 다루지 않으며, 밀리리터(mL)에 대한 계산은 리터(L)와 비교하

여 간략하게 다루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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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게의 주요 학습 내용별 지도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1) 단위의 필요성

단위의 필요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은 공통적으로 무게의 표

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무게를 직관적 또는 직접 비교하거나,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

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간접 비교하는 활동을 다룬다(<표 10> 참조). 다

만 미국은 1학년 연산 단원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의 무게를‘75파운드(lb)’로 제시하는데, 

이때에는 무게나 파운드(lb)라는 단위에 대한 속성을 지도하기보다‘lb’를 파운드라고 읽

으며, 동물의 무게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언급하는 정도로 다룬다. 즉 미국은 파운드(lb)와 

같은 무게 단위를 일상적인 단어로 먼저 도입한 뒤에, 이후 무게 단원을 통하여 본격적으

로 무게의 단위와 양을 지도한다. 그 외에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단위에 의미를 도입

하기 전에 무게라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약속하는 점이 특징이다.

<표 10> 단위 도입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무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단위 
도입 
전 
맥락

·윗접시 저울로 무게를 
간접 비교하기

·물병의 무게를 직접 
비교하기

·세 가지 물건의 무
게를 양팔 저울을 
이용하여 비교하기 ·질량(mass) 약속하기

·윗접시 저울로 무게를 
간접 비교하기

·동물의 무게(몇 lb) 
소개하기

·무게를 직접 비교한 
후, 양팔 저울로 확인
하기

·무게(weight) 약속하기
·여러 가지 저울 소
개하기 

·한 포대에 20kg인 
소금 10포대, 100포대
의 무게를 알아보기

·‘t’이 사용되는 실
생활 사진 제시하기

단위 
도입
을 
위한 
주요 
발문

·어떤 방법으로 무게
를 재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무게는 어떻게 비교
하는지 그리고 숫자로 
무게를 어떻게 나타내
는지 탐구해 보자. ·밀가루 한 봉지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어느 것이 더 무거
울까?

·용수철 저울로 잴 
수 있는 것은 무엇
일까?

· 화물 트럭에 실린 
소금의 무게를 kg으
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

·무게의 다른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를 찾
아보자.

… (점선) : 동알 단원 내에서 다루는 활동, ― (실선) : 다른 단원에서 다루는 활동

단위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도입 전의 맥락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한국은 표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 차시에서 여러 가지의 임의 단위를 사용하

여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활동을 다루며, 이를 통하여 임의 단위를 사용하면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불편하다는 것을 부각한다. 

이는 앞서 들이 단위를 도입할 때와는 달리, 임의 단위 사용의 불편함과 정확하게 잴 필요

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후 무게의 표준 단위를 도입하는 

차시에서는 첫 번째 활동으로 두 물병의 무게를 직접 비교해 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이는 

1 킬로그램(㎏)의 의미를 물 1 리터(L)의 무게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전 차시에서 제기되었던 표준 단위의 필요성이나 무게 측정의 필요성과는 자연스럽게 연

결되지 않으며, 물병의 들이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들이와 무게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림 4] 참조). 반면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무게를 

어떻게 비교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단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들이와 무게 지도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643

교육부(2014, p. 154) Hitotsumatsu 외(2011c, p. 77)

[그림 4]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 도입 전 활동의 예

2) 용어의 의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무게 지도 내용을 용어의 

의미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무게의 단위인 킬로그램(kg)

과 그램(g)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위를 어떻게 쓰고 읽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미국에서는 단위에 대한 설명을 안내하기 전에 무게(weight) 또는 질량(mass)

이라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무게와 질량은 엄밀하게 중력이 작용하는가의 여부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대체로 무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질량(ma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표 11> 용어의 의미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무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용어
의 

약속

·무게의 단위에는 
킬로그램과 그램이 
있습니다.

·물 1L의 무게를 1 킬
로그램이라고 하고 물 
1mL의 무게를 1 그램
이라고 합니다. 1 킬
로그램은 1kg, 1 그램
은 1g이라고 씁니다. 
1 킬로그램은 1000 그
램과 같습니다.

·무게(weight)를 측
정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단위를 그램이
라고 한다. 1 그램은 
1g 으로 쓴다. 

·1옌 동전의 무게는 
1g 이다.

·1000g은 1kg 이고, 
1kg이라고 쓴다. 물 
1L의 무게는 1kg이다.

·질량(mass)은 물체
가 얼마나 무거운지
를 측정한다.

·킬로그램은 질량
(mass)의 단위이다. 
킬로그램은 kg라고 
쓴다. 1kg은 일 킬로
그램이라고 읽는다.

·킬로그램은 무거운 
물체의 질량을 측정
할 때 사용한다.

·그램은 질량(mass)
의 단위이다. 그램을 
g라고 쓴다. 1g은 일 
그램이라고 읽는다. 

·그램은 가벼운 물
체의 질량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무게(weight)는 물
체가 얼마나 무거운
지에 대한 측정이다.

·저울은 무게를 측
정하는 도구이다.

·파운드와 온스는 
무게의 서로 다른 
단위이며, 파운드는 
무거운 무게를 잴 
때, 온스는 가벼운 
무게를 잴 때 사용
한다.

·1000kg의 무게를 1t
이라 쓰고 1 톤이라
고 읽습니다.

·톤은 무게를 측정하
는 단위이다. 1000kg
을 1 톤이라고 하고 
1t이라고 쓴다.

추가 
설명

·1 kg 보다 500 g 더 
무거운 무게를 1kg 
500g이라고 쓰고, 1 
킬로그램 500 그램이
라고 읽습니다.

·이 관계(1kg=1000g)
는 길이를 측정할 
때 km와 m 사이의 
관계와 비슷해.

·미터법, 단위의 접두어

·저울에 표시된 각각의 
작은 눈금은 100g을 
나타내니까 1kg=1000g 
이야.

·저울의 용량
(capacity of a scale)
은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이다.

·단위의 접두어

표기법 g g g g

… (점선) : 동알 단원 내에서 다루는 활동, ― (실선) : 다른 단원에서 다루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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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그램(kg)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은 무게의 단위를 

들이의 단위와 연결하여 1 킬로그램(kg)은 물 1 리터(L)의 무게와 같다고 설명한다. 이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5, 6학

년 과정에서 더욱 자세하게 지도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 킬로그램(kg)에 대한 용어를 약

속한 이후에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무게 단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양(quantity)’으로 무게 단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그림 5] 참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1 그램(g)이 1 엔 동전 한 개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안내하고, 싱가포르에서는 

1 킬로그램(㎏)의 의미를 [그림 5]와 같이 밀가루 한 봉지를 윗접시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1 킬로그램(㎏)의 추와 평행을 이루는 그림과 용수철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저울의 눈금이 

1을 가리키는 그림으로 제시한다. 미국에서는 킬로그램(㎏) 보다는 파운드(lb)와 온스(oz)를 

먼저 다룬다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도 싱가포르처럼 1파운드(lb)나 1온스(oz)가 어느 정도

의 무게인지를 저울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는 활동으로 단위의 의미를 다룬다. 

Kheong 외(2014, p. 14) Bell 외(2007c, p. 39)

[그림 5] 일본과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단위의 의미를 다루는 활동의 예

용어의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관련해서는 일본 교과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 킬로그램(㎏)은 1000 그램(g)과 같다는 관계를 지도할 때 1 킬로미터(㎞)와 1 

미터(m) 사이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이후 6학년 단원에서는 길이 단위를 기반으로 길이와 

넓이, 부피, 무게 사이의 관계를 종합하고, 나아가 단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접두어와 

미터법(metric system)의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Hitotsumatsu et al., 2011

e)10). 이를 통하여 일본 교과서는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의미, 수학 내용들 간의 긴

밀한 연결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기법과 관련하여 그램(g)을 표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에 제시된 그

램(g) 표기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표기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표 11>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그램(g)을 표기하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표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다는 

점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게의 성질과 관련하여 학생의 오개념을 고려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무게에 대한 도입 차시에서 한 남학생이 “큰 물체가 더 무거워. 그렇

지?”라고 질문을 하는데(Hitotsumatsu et al., 2011c, p. 77), 이는 어린 학생들이 부피가 큰 

물체를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찰흙 

10) 미국도 5학년 과정에서 미터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단위의 접두어(예, kilo, milli)를 지도하지만 
일본처럼 측정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10의 제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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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덩어리의 무게가 찰흙의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루고

(Hitotsumatsu et al., 2011c),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팝콘을 튀기기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부피가 크다고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은 아니며, 동일한 질량의 

물체는 부피의 변화와 관계없이 무게가 동일하다는 내용도 다룬다(Bell et al., 2007d).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과학 과목과 연계하여 무게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예를 들어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여러 가지 광물들의 무게를 측정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동일

한 모양과 크기의 물체라도 물질(materials)에 따라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도한다. 

즉 일본과 미국에서는 무게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바탕으로 무게의 

다양한 속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적절한 단위의 선택

적절한 단위 선택의 측면에서 네 나라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무게의 경우도 들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은 단위 선택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단위 선택의 기회가 일부 활동에 한하여 간

접적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앞서 들이에서의 단위 선택 활동과 같이 6학년 

<양과 단위> 단원을 통하여 가방의 무게나 코끼리의 무게를 측정할 때 어느 측정 단위가 

적절한지를 선택하게 하고, 미국은 물체의 무게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값

을 온스(oz)와 갤런(gal) 또는 그램(g)과 킬로그램(㎏) 중 어느 단위로 측정할 것인지를 선택

하게 한다(Bell et al., 2007d).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어림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단위 선택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표 12> 적절한 단위 선택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무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주요 
내용

·어림의 필요성과 
어림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어림하는 표현 약속
·1kg, 100g을 기준으
로 어림 및 측정하기

·여러 가지 물건의 무
게를 어림 및 측정하기

·g 단위의 여러 가
지 물체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하기

·1kg 물체를 기준으
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 및 측정하기

·저울로 세 물체의 무
게를 측정 및 비교하기

·g 단위의 여러 가
지 물체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하기

·여러 가지 물체의 무
게를 어림 및 측정하기

·1 파운드보다 가벼
운 물건 찾기

·무게가 같은 두 물
건 찾기

·여러 가지 저울 소
개하기

·물체의 무게 어림 
및 측정하기

·적절한 측정 단위 선택
·서로 다른 물체의 무
게를 어림 및 논의하기

·적절한 측정 단위 
선택하기

단위 
선택 
기회

간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간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4)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교과서에서만 여러 

개의 저울들 중 무게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저울을 선택하도록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나라에서는 측정 도구 선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표 13> 참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저울을 소개하고, 각 저울의 특징을 살펴보는 활동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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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다루는 등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룬다. 특히 3학년 2학기에는 

측정 단위와 저울의 용량(capacity of a scale)11)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를 통하여 저

울의 측정 단위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한다([그림 6] 

참조).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저울의 종류에 따라 잴 수 있는 물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어느 저울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할지를 결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13> 측정 도구 선택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무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측정 도구 
선택 기회 

간접적으로 제시 간접적으로 제시 간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측정 도구
2kg 저울,
전자저울

1kg 저울, 2kg 저울, 
4kg 저울, 100kg 
저울, 전자저울 

윗접시 저울, 4kg 
저울 5kg 저울, 
체중계, 전자저울 

용수철저울,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 전자저울, 

마켓 저울 등

[그림 6] 미국 교과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저울의 예(Bell et al., 2007d)

한편 측정 도구와 관련하여 일본과 싱가포르 교과서에는 실제로 무게를 측정해 보는 활

동이나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활동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저울 사용 방법과 저울

의 눈금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룬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여

러 가지 종류의 저울을 제시하고, 여러 종류의 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은 그림을 통하여 저

울의 눈금을 읽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저울의 종류마다 

눈금 한 칸이 나타내는 무게의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는 무게 측정에 

관한 학생의 어려움이나 오개념과도 관련된다. 특히 일본은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을 맞춘 후에 무게를 측정해야 한다는 등 저울의 사용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Hitotsumatsu et al., 2011c, p. 80).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일본, 싱가포르, 미국은 무게의 

측정과 관련하여 저울을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 한국 교과서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저울을 제시하고, 저울의 눈금 읽는 방법과 같이 저울을 직접 사

용하는 측면은 별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미국 교과서에서는‘capacity’가 저울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나타내기도 한다(Bell et 
al., 2007c, p.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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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의 필요성

무게의 합과 차에 대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계산의 필요성 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앞서 들이의 지도에서 계산의 필요성을 비교했을 때와 유사한데, 

먼저 <표 14>와 같이 한국은 스토리텔링에 따라‘라나’라는 주인공의 상황을 중심으로 

합과 차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반면,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일련

의 문장제를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과서에 제시된 무게의 합과 차에 대한 문제 맥

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계산의 필요성이나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었는데, 이는 

새로 사온 파인애플의 무게와 집에 있던 파인애플의 무게의 합과 차를 확인하려는 이유가 

문제 맥락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표 14> 계산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무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문
제 

맥
락
의 

예

덧
셈

집에 3kg 600g의 파
인애플이 남아 있고 
오늘 라나가 1kg 
300g의 파인애플을 
사 왔어요. 파인애플
의 무게는 모두 얼마
인지 알아봅시다.

무게가 400g인 바구
니 안에 오렌지 
900g을 담았다. 오렌
지를 담은 바구니의 
무게는 총 몇 g인가?

식료품점에는 감자가 
78kg있다. 주인이 그 
중 12kg을 팔았다. 
남은 감자는 몇 kg
인가? 

물고기 J가 물고기 B
를 삼켰다. 물고기 J
의 무게는 이제 얼마
인가?

뺄
셈

집에 남아 있던 파인
애플과 라나가 사 온 
파인애플의 무게의 
차를 알아보시오.

가방의 무게는 900g
이고, 책과 공책을 
넣은 가방의 총 무게
는 3kg 200g이다. 책
과 공책의 무게는 몇 
kg 몇 g인가?

뮴(Mum)은 밀가루 
880g이 있다. 그 중 
월요일에 320g, 화요
일에 140g의 밀가루를 
사용했다. 화요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밀가루 
양은 얼마인가?

부분-전체 모델/비교 
모델을 활용한 문장
제 해결

주요 내용

·계산 상황 제시
·시각적 모델을 활
용하여 몇 kg 몇 g
의 덧셈/뺄셈하기

·형식화하기
·받아올림/내림이 있
는 덧셈/뺄셈하기

·몇 g, 또는 몇 kg 
몇 g의 덧셈/뺄셈 
문제 해결하기

·몇 kg의 덧셈/뺄셈하기
·몇 g의 덧셈/뺄셈하기
·몇 kg의 곱셈/나눗
셈하기

·파운드의 덧셈/뺄셈하기

·파운드의 곱셈/나눗셈

·단위 사이의 관계
를 활용한 곱셈/나
눗셈, 비율 문제 해
결하기

그 밖에 무게의 합과 차를 지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무게의 단위나 연산의 종류 등이 

교과서마다 달랐다. 먼저 한국에서는 몇 kg 몇 g 간의 합과 차를 지도할 때 들이의 합과 

차를 지도하는 동일한 순서와 방법으로 지도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몇 g 또는 몇 kg 몇 g

이 혼용된 덧셈/뺄셈 문항을 각각 한 번씩 해결해 보는 데 그치고 있으며, 덧셈과 뺄셈의 

계산 방법 및 형식화는 다루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몇 kg이나 몇 g과 같은 단명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주로 다루며, 몇 kg끼리의 곱셈과 나눗셈도 다룬다. 하지만 들이에서

와 마찬가지로 측정의 단위가 문장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새로운 단위가 

사용된 문장제의 해결에 더 초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저학년 과정에서 몇 파

운드(lb)끼리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기는 하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단위에 대한 영향은 

없이 수의 연산 측면에서 덧셈과 뺄셈을 다루는 수준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4학년 때부터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활용한 문장제를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4인 가

족이 한 달 동안 약 170 파운드의 쌀을 먹을 때, 1년이면 몇 파운드(lb)이고, 몇 갤런(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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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와 같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활용한 문제는 이후 여러 

가지 비율 문제로 제시되기도 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

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네 나라는 들이와 무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지도 시기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재와 활동들을 

중심으로 들이와 무게를 지도하며, 임의 단위의 불편함을 통하여 표준 단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등 측정을 지도하는 일반적인 방향에서

는 유사성을 보였다. 반면 학습 내용에 특화된 교수‧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비교

해 본 결과, 나라별로 의미 있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들이와 무게를 지도하는 방안 및 차기 교과서의 관련 단원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

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표준 단위를 도입할 때에는 단위의 필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

과, 네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이와 무게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임의 단위를 사용하여 

물체의 들이나 무게를 측정해 보고, 그 과정에서 임의 단위의 불편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들이 단위를 도입하기 전 학습 내용에서는 임의 단위의 불편

함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이는 무게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임의 단위로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면‘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에 새로운 표준 단위를 도입할 때에는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

는 점을 부각하고(Reys et al., 2009), 실생활에서 킬로그램(kg) 보다 작거나 큰 단위의 필

요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위의 의미를 지도할 때에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 단위에 대한 양

적 감각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들이의 단위인 리터(L)와 밀리리터(mL), 

무게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그램(㎏)을 지도할 때에 수학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단위의 

의미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서 리터(L)와 밀리리터(mL)를 약속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들이를 부피와 연결하여 지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만, 1 리터(L)와 1 밀리리터(mL)에 해당하는 부피의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한편 싱가포르와 미국에서는 단위의 의미를 학생들이 직

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양(quantity)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

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수학적인 설명과 더불어 각각의 단위량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경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측정 감각을 신장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유은진, 2013). 

이에 들이와 무게의 단위를 도입할 때에는 1L, 1mL, 1kg, 1g과 같은 표준 단위에 대한 정

확한 정의 뿐 아니라, 각각의 단위량을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실생활 소재를 함께 제시하

거나 단위량을 직접 측정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측정 단위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측정 속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안내할 필요

가 있다. 측정의 첫 번째 단계는 측정할 속성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며(Baroody & 

Coslick, 1998), 측정 속성에 대한 이해는 측정 영역의 핵심적인 교수‧학습의 요소이다(방정

숙 외, 2012).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미국에서는 측정 단위를 도입하기에 앞서, 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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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와 같은 측정 속성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안내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지금 어떤 측정 속

성을 다루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더불어 들이와 

부피, 또는 무게와 질량과 같은 유사한 용어들 간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혼동과 오개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교과서나 교사용 지

도서 등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들이와 무게의 어림 및 측정 활동에서는 적절한 측정 단위를 학생들이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림이나 실측에 앞서 물체의 들이나 무게에 따른 적

절한 측정 단위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Reys et al., 2009). 현재 한국의 들이와 무게 

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위 선택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측정 

단위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들

이와 무게를 측정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측정 단위를 선택하기 어려워하며(이유미, 2010), 

밀리리터(mL)를 무게의 단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서정아 외, 2000). 이는 학생들이 

실제로 들이와 무게를 측정해 보거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측정 단위를 선택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써, 측정의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측정 속성에 적절한 측

정 단위가 무엇인지, 대상의 크기에 적절한 측정 단위가 무엇인지와 같은 단위 선택의 기

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째, 측정 과정에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측정 도

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측정 영역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의 

실제 측정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때 학생들의 실측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Reys et al., 2009). 측정 도구에 대한 이해는 상황에 따

라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들이와 무게 단원에서는 측정 도구와 관련된 활동이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단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측정 도구의 종류도 상대적으

로 적었고,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눈금을 읽는 활동을 별반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김주현과 김애화(201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들이와 무게의 눈금을 

읽는 활동을 어려워한다는 실태를 반영하여, 교과서에도 들이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측정 도구의 사용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측정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여섯째, 들이와 무게의 합과 차를 지도할 때에는 계산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맥락을 모

색해야 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생활 맥락을 활용

하여 들이와 무게의 연산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들이와 무게의 합과 차에 

대한 문제 맥락이 계산의 필요성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들이

와 무게의 합과 차를 지도하는 내용이나 양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에 들이와 무

게를 합하거나 빼야하는 계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제 

맥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측정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을 활용

하거나(방정숙 외, 2016), 학생들이 스스로 들이와 무게의 합과 차의 계산 원리를 탐구해 

보는 방안도 학생이 스스로 측정 공식을 고안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이와 무게 등의 측정 속성에 대한 지도 기간이 교육과정 상에서 보다 확

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일본과 미국에서는 들이와 무게를 초등학교 거의 전 과정 

동안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루는 반면, 한국은 들이와 무게를 특정 학기에 집중적

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생활에서의 활용도와 비교하여 기간이나 내용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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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소 부족한 배정이라고 사료된다. 측정 속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는 단위와 단위 사

이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신장하고, 측정에 대한 유용성을 더욱 명시적으로 지

도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상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으므로, 현재 구성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안에서 관련 내용들 간의 연결을 토대로 다루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a)에서 

강조하는 창의․융합의 측면에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단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들이와 

부피, 그리고 무게 사이의 관계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단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와 

연산이나 비와 비율 등의 수학 내적․외적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별반 연구되지 않았던 들이와 무게의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측정

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교수‧학습 요소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학교 수

학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들이와 무

게의 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차기 교과서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측정 속성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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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Capacity and Weight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Japan, Singapore, and the US

Pang, JeongSuk12); & Kwon, MiSun13); & Kim, MinJeong14); & Choi, InYoung15); 

& SunWoo, Jin16)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measurement strand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t is not easy to teach it meaningfully. This study analyzed instructional 

methods related to capacity and weight in a series of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Japan, Singapore, and the US. The overall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a) what and when to teach main learning content, and (b) how to teach the 

learning content tailored to the instructional components specific to the topics of 

measurement (i.e., the necessity of measurement unit, the meanings of measurement 

terms, appropriate choice of units, appropriate choice of measurement tools, and the 

necessity of calc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overall similarities in using 

real-life contexts to teach major topics on capacity and weight as well as emphasizing 

the relations among measurement units. However, noticeable differences were also 

analyzed in dealing with the meanings of measurement terms, appropriate choice of 

units, and appropriate choice of measurement tool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textbook writers with implications on what to further consider in dealing with 

capacity and weight.  

Key words: Capacity, Weight,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ternation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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