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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평면도형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 수학 교과서 비교 연구

김 지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수학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근 배

본 연구의 목적은 평면도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학과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미국의 CCSSM 교육과정을 평면도형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의 평면도형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평면도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미국 CCSSM을 비교․분

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평면도형의 각 내용요소를 주제별로 특정 학년의 특정 차

시에서 집약적으로 지도하는 반면, 미국은 평면도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 학년에 걸쳐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심화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를 비교한 결과, 두 교과서 모두 차시 학습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실시하고 단원의 마지막에 단원 평가 및 심화 학습을

위한 내용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제공 방법, 학년별 학

습 내용 요소, 개념 정의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나라 2009 개정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의 평면도형 영역을 비교·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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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EM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

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형의 개념을 정의할 때 엄밀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지 않

은 정의를 계속 사용하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과

서에서도 같은 용어지만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용어를 보다 엄밀하게 정의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목다각형을 포함하는 도형의 다양한 예와 반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어떤 도형에 대하여 정의보다는 교과서에 제시된 예를 보고 시각적 이

미지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

와 다른 모양의 도형이 제시되었을 때에 도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좀 더 다양한 예와 반례를 함께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해당 도형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컴퍼스 등 도구의 용도 및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EM 교과서에서는 직선자(Straightedge)와 눈금자(Ruler)를 구분하여 사용한

다. 선분, 반직선, 직선 등 곧은 선을 그릴 때에는 주로 직선자를 사용하며 길이

를 측정할 때는 눈금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컴퍼스는 원을 그릴 때뿐만이 아

니라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도 사용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면 조건에

맞는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때 필요한 도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평면도형, 교과서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CCSSM, 미국 EM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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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과학․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하

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편 및 수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

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과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

는 자료이며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제 수업의 대부분이 교과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실질

적으로 교육활동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효과적

인 수학 교육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실제 학교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서가 변하지 않는

다면 교육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권혁세, 2014,

p.1).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수학 교과서

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교과서 구성 체

제 및 지도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에 미국은 공교육의 부실화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부진 등을 이유로 Commom Core State Standard(이하 CCSS)를 공표하였다. 수

학 교육과정에 대한 규준은 Common Core State Standard for Mathematics(이하

CCSSM)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

으나 미국의 경우 CCSS를 기준으로 주 단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교과서 종류

도 다양하다. 이중 CCSSM에 맞추어 개발된 Everyday Mathematics CCSSM

Edition(이하 EM)은 매년 미국의 약 430만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손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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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3) 우리나라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2013년에 1․2학년 교과서, 2014년에 3․4학년 교과서, 2015년에

5․6학년 교과서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

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국 CCSSM이 반영된 EM 교과서를 비교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에 제시된 평면도형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 체제와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 전체의 내용을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도형영역 중 평면도형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비교․분

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

가 교수학습의 개선 및 우리나라 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

국 EM교과서 내용 중 평면도형 영역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

용과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CCSSM 초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평면도형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EM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

제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EM교과서의 평면도형 영

역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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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CCSSM 초

등학교 교육과정 중 평면도형 영역만을 비교․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과서 비교․분석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2009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EM교과서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교과서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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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분석

1.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 비교 연구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로는 김연미(1999), 장유리(2012),

이정현(2006), 손민경(2014), 박상욱(2014), 김지혜(2014) 등이 있다.

김연미(1999)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교과서 및 교육과정

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교과서가 흥미유발 및 동기부여, 실생활 및 타

교과와의 연계성, 수학적 의사소통 및 모둠 활동, 철저한 피드백을 고려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유리(2012)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단원의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

고 있으나 미국 교과서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

학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교과서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간결하

게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정현(2006)은 초등학교 3~6학년의 수와 연산 단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수학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과 학습 내용 체계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서의 전개 순서 및 내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교과서가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제시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주제별로 단원을 구성하여 개념을 함께 떠올릴 수 있도록 개

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조작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하고 계산 원리를 지도함에 있어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손민경(2014)은 도형의 합동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

교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단원에서 합동을 지도하지만 미국은 매

년 합동에 대하여 반복 및 심화하여 지도하고 있는 점과 합동인 도형을 작도하는

데 컴퍼스와 자의 용도를 제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합동을

정의할 때 선분과 각 등의 기본도형의 합동을 지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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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도 길이를 옮길 때 컴퍼스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테셀레이션

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욱(2014)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확률 영역을 중심

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2007 개정 교과서와 미국의 EM 교과서

의 확률 영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확률지도 시기를 조정하고 질적 확률을 지

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확률을 지도하는 데 있어 빈도적 관점을 반영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혜(2014)는 방정식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

교․연구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EM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EM 교육과

정에서는 방정식 관련 여러 주제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보다 더 일찍 도입되어

여러 학년에 걸쳐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실생활과 관련한 맥락적 접근을 중요시하

는 반면에 EM 교과서에서는 수학적인 개념만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같은 개

념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은 장단점을 고려

하여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2. 평면도형에 대한 선행연구

평면도형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방정숙(2010), 조유진(2015), 서은영(2008),

장희정(2013) 등이 있다.

방정숙(2010)은 평면도형에 관한 초등학교 수학과 교과용 도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약속’에 제시된 평면도형 관련 정의들이 수학적 정의와 차이가 있는 용

어들이 있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평면도형

의 지도 방법 면에서 지도 방법이 반드시 한 가지일 필요는 없으며 각 활동에 대

한 적절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지도방법이 어떤 면에서 더 효율

적인지 경험적 근거를 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유진(2015)은 도형개념학습에서 학습자의 수학 용어 구성과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학생들은 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류할 때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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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기존에 알고 있는 도형에 기초한 분류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분

석하는 활동 자체가 도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었으며 도형의 포함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학수업에서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들이 도형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방법

을 교사가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은영(2008)은 van Hiele 이론에 근거하여 기하적 사고 수준을 분석하고 도

형지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van Hiele 이론에 근거한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하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과 모둠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사고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고 수준이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학생도 있어 부분적인 개선을 요하

거나 정의적 측면에서의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

이 지닌 사고 수준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수준에 따른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여 사

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희정(2013)은 초등 수학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삼각형의 예와 비례를 분석하

고 초등학생들의 예와 비례 식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교과서 분석과 설문

조사 결과 비직관적으로 삼각형이 아닌 예는 2~5학년 수학 교과서에서는 다루

어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쉽게 식별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다 다

양한 유형의 삼각형의 예와 비례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형을 교과서에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뾰족한 삼각형이나 둔각삼각

형을 교과서에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삼각형에 대해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3. EM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EM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Isaacs et al.(2001)과 Carroll(2001)

등이 있다.

Isaacs et al.(2001)은 UCSMP(The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Mathematics Project)의 EM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과정은 이전의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점차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나아가고 주제는 나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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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야하며 연습 문제는 밀집되기 보다는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하고 풍부한 문제와 수학적 모델링, 계

산기 등의 교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EM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Carroll(2001)은 EM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적 연구를

실시하여 EM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을 분석하였다. 긍정적인 면

으로는 문제해결력이 신장되고 활동이 실생활과 연계되었다는 점과 수학 개념의

이해에 대해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수학을 다른 분야와 통합하고 모둠 활동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추론 능력과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교구를 사용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연산 연습 문제가 부족하여 학생들

의 산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수업 내용이 너무 비

약적이며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아쉽다고 분석하였다.

4. 교과서 비교․분석틀

우리나라 2009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Ⅱ-1절의 선행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교과서 비교·분석

관점들을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선행연구에서의 교과서 비교·분석의 관점

연구자 비교·분석 관점

김연미(1999)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교과서의 활동 분석

장유리(2012) 교과서의 외적·내적 체제, 교과서 내용 비교

이정현(2006) 교과서의 전개 순서, 교과서 내용 비교

손민경(2014) 교과서 구성 체제, 단원 및 차시, 내용 요소, 내용 전개 방법

박상욱(2014) 교육과정,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지도 내용·지도 방법 비교 분석

김지혜(2014) 단원 구성 체제 및 조직, 지도 내용, 내용 구성 특징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할 때, 세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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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앞서 교과서 구성 방식 등 외적 특징이나 단원의 구성 체계를 비교․분석

하고 있다. 또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반영된 것이므로 교과서 분석에 앞서 우리나

라와 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Ⅱ-2>와 같이 교과서 비교․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크게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형식적 측면에서는 단원 구성 체제를, 내용적 측면에서는 평면

도형 관련 단원 및 차시와 평면도형 관련 주제를 비교․분석한다. 평면도형 관련

주제는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내용 성취기준으

로 분류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Ⅱ-2> 본 연구의 교과서 비교․분석틀

형식적

측면
단원 구성 체제 비교․분석

내용적

측면

평면도형 단원 및 차시

평면도형 관련 주제

도형의 기초

평면도형의 이동

원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다각형

합동과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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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학습 내용 성취 기준

1~2학년군

입체도형의

모양

①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

여 직육면체, 원기둥, 구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②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모양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입체도형에 대한 감각을 기른다.

평면도형의

모양

①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

여 사각형, 삼각형, 원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

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꾸밀 수 있다.

② 칠교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자유롭게 꾸

미거나 주어진 모양을 채우는 활동을 통하여 평면도

형에 대한 감각을 기른다.

평면도형과 그

구성요소

①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다.

② 꼭짓점과 변을 알고 찾을 수 있다.

③ 삼각형,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 말하

고, 이를 일반화하여 오각형, 육각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와 미국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평면도형 관련 내용 비교․분석

1. 우리나라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평면도형 관련 내용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학습 내용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5개 영역으로 나눈다. 평면도형은 ‘도형’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도형’ 영역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 개

념, 간단한 성질 및 공간감각을 다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별로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형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과

같다(교육부, 2015a).

<표 Ⅲ-1>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형 영역 학습 내용과 성취 기준(교육부,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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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도형의 기초

① 직선, 선분, 반직선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② 각과 직각을 이해하고, 직각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예각과 둔각을 구별할 수 있다.

③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직각인 곳과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는 활동을 통해 직선의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를 이해한다.

평면도형의

이동

① 구체물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한다.

② 평면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꾸

밀 수 있다.

원의 구성

요소

①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알고, 그 관계를 이해

한다.

② 컴퍼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원을 그려서

다양한 모양을 꾸밀 수 있다.

여러 가지

삼각형

①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

해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름 짓고 이해한다.

②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

해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이름 짓고

이해한다.

여러 가지

사각형

①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

해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

모를 이름 짓고 이해한다.

②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다각형

① 다각형, 정다각형과 대각선의 뜻을 안다.

②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③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가지 모양을 덮을 수 있다.

5~6학년군

합동과 대칭

①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도형의 합동의 의미를

알고, 합동인 도형을 찾을 수 있다.

②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각

각 찾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③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의 의미를 알고 그릴 수

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②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와 겨냥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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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둥과 각뿔
① 각기둥과 각뿔을 알고, 구성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②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원기둥과 원뿔

① 원기둥, 원뿔, 구와 그 구성 요소를 알고, 성질을

이해한다.

②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한다.

입체도형의

공간 감각

①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

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②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③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부터 입체도형의 모양을 알 수

있다.

<표 Ⅲ-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있어 학년간 상호 연계와 통합을 통해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이에 지도내용을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 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면도형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학년에서는 평면도

형의 모양에 대해 익힌다.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사각형, 삼각형, 원의 모양을

가진 물건을 찾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서로 비교하게 한다.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각형, 삼각형, 원의 모양으로 분류하고 이름 짓기의 필요성

을 알도록 하며 분류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칠교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

을 자유롭게 꾸미고 주어진 모양을 채워보게 한다.

2학년에서는 평면도형과 그 구성 요소를 다룬다.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에

서 삼각형, 사각형, 원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한다. 꼭짓점

과 변을 이용하여 도형을 설명하며 삼각형,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본

다.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의 공통점을 찾은 방법을 활용하여 오각형, 육각형을

알고 구별해보도록 한다.

3학년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을 그리고 구별하며 실생활에서 각과 직각이 사

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이름 짓고 성질을 찾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체물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통하여 변화된 모양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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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면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나타내고 설명하도록 한다. 여

러 가지 원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의 관계를 이해하고 컴퍼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원을 그려서 다양한 모양을 꾸미도록 하고 있다.

4학년에서는 예각과 둔각이 사용되는 예를 찾고 직각과 비교하여 구별하도록 한

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름 짓고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직각인 곳과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는 활동을 통해 직선의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를 이해하고 그려보도록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을 이름 짓고 성질을 찾도

록 안내하고 있다. 다각형의 뜻과 구성 요소를 알고 다각형 중 정다각형의 의미

를 이해하며 대각선의 뜻을 알고 여러 가지 도형의 대각선을 찾아보도록 한다.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덮고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5학년에서는 도형을 직접 대어 보거나 겹쳐 보는 조작 활동을 통하여 합동의 개

념을 이해하고 자, 각도기, 컴퍼스를 사용하여 합동인 삼각형을 그려 보는 활동

을 한다. 또한 선대칭도형을 관찰하여 어떻게 좌우가 합동이 되는지를 알아보며

선대칭도형의 개념을 형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점대칭도형에서는 대칭의 중심

을 중심으로 180° 돌려 보는 활동을 통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지 확인하

고 점대칭도형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6학년에서는 각기둥과 각뿔, 원기둥과 원뿔, 쌓기 나무와 같은 입체도형의 내용

만을 다루고 있다.

2. 미국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평면도형 관련 내용

미국의 수학 공통 핵심 교육과정 규준인 CCSSM에서 등장하는 초등 수학 내용

영역은 ‘Counting & Cardinality(수 세기와 기수)’, ‘Operations &

Algebraic Thinking(연산과 대수적 사고)’, ‘Numbers & Operations in

Base Ten(십진수에서의 수와 연산)’, ‘Numbers & Operation – Fraction

(수와 연산-분수)’, ‘Measurement & Data(측정과 자료)’, ’Geometry(기하)’



- 13 -

학년 내용 규준 세부 규준

1학년

모양과 그

속성으로

추론하기

① 정의적 속성(예-삼각형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과 비

정의적 속성(예-색, 방향, 크기)을 구별하기. 정의적 속성을

기억하기 위해 모양을 만들고 그리기

② 합성 도형을 만들기 위해 평면도형(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삼각형, 반원, 부채꼴)이나 입체도형(정육면체, 직

육면체, 원뿔, 원기둥) 만들기. 합성된 도형으로 새로운 도형

모양을 만들기

③ 원과 직사각형을 두 개, 네 개의 똑같은 조각으로 나누기.

그 조각을 ‘절반, 4분의 1, ~의 절반, ~의 4분의 1개’을 사

용하여 설명하기. 두 조각 또는 네 조각으로 전체를 설명하

기. 이 예로 동일한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더 작은 조각을 만

든다는 것을 이해하기

2학년

모양과 그

속성으로

추론하기

① 주어진 각의 개수 또는 주어진 동일한 면의 개수와 같이

명시된 속성을 가진 도형을 인식하고 그리기. 삼각형, 사각

형, 오각형, 육각형, 정육면체 찾기

② 사각형을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가로와 세로로 나누

고 그것의 총 개수를 세기

③ 사각형과 원을 2,3,4개의 동일한 조각으로 나누기. ‘절반,

3분의 1, ~의 절반, ~의 3분의 1’의 용어를 사용하여 조각

을 설명하기. 전체를 ‘절반 2개, 3분의 1 3개, 4분의 1 4개’

로 설명하기. 전체를 동일하게 나눈 조각은 같은 모양이지 않

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3학년

모양과 그

속성으로

추론하기

① 다른 범주의 도형(예-마름모, 직사각형 등)도 같은 속성

(예-4개의 변이 있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같

은 속성은 큰 범주(예-사각형)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하기. 사각형의 예로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사각형

인식하기. 사각형의 어느 하위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형

의 예 그리기

② 도형을 같은 면적으로 나누기, 각 부분의 면적을 전체의 단

위 조각으로 표현하기(예-어떤 도형을 4개의 동일한 면적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면적을 ‘전체 넓이의 1/4’로 설명하기)

의 6개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평면도형은 ‘Geometry(기하)’에 속해 있으며

CCSSM의 학년별 기하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2>과 같다(CCSSM,

2010).

<표 Ⅲ-2> 미국 CCSSM의 기하 영역 학년별 내용 규준 체계와 세부 규준(CCSS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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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선과 각을

알고 그리며,

선과 각의

특징에 따라

모양

분류하기

① 점, 직선, 선분, 반직선, 각(직각, 예각, 둔각)과 수직선,

평행선 그리기. 평면도형에서 이들을 발견하기

② 평행선 또는 수직선의 유무에 따라 또는 특별한 크기의 각

의 유무에 따라 평면도형을 분류하기. 하나의 범주로 직각삼

각형을 인식하고 발견하기

③ 평면도형을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가로지르는 대칭축 인식하기. 선대칭도형을 발견하고 대칭축

그리기

5학년

그래프는

실생활과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좌표

평면을

가리킴.

① 좌표체계를 정의하기 위해 각 직선의 0과 일치하도록 정

렬된 직선의 교차점(원점), 순서쌍을 사용하여 평면에 주어

진 점, 축이라고 불리는 한 쌍의 수직선을 사용하기. 두 개

축의 이름과 좌표가 일치하는 관례(예-x축과 x좌표, y축과 y

좌표)와 더불어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축의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냄을 이해하기

② 실생활과 수학적 문제를 좌표평면 1사분면의 점으로 표현

하고 상황의 문맥상에서 점의 좌표 값 해석하기

평면도형을

그 특징에

근거하여

범주로

분류하기

③ 평면도형의 범주와 그 범주의 모든 하위 범주에 속하는 속

성 이해하기(예-모든 직사각형은 네 개의 직각을 가지며 정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따라서 모든 정사각형은 네 개의 직

각을 가진다.)

④ 속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면도형 분류하기

6학년

넓이,

겉넓이,

부피를

포함한

실생활과

수학적 문제

해결하기

① 직사각형의 합성 또는 삼각형과 다른 도형으로의 분할로

직각삼각형, 그 밖의 삼각형, 특별한 사각형, 다각형의 넓이

구하기. 실생활과 수학적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이러한 기술

적용하기

② 각 모서리의 길이를 적절한 단위만큼 쪼개어 만든 단위부

피를 채움으로써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는 각기

둥의 모서리를 곱해서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실

생활과 수학적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부분적인 모서리 길이

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와    공식

적용하기

③ 좌표평면에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진 다각형 그리기. 동일

한 첫째 좌표와 동일한 둘째 좌표를 연결한 변의 길이를 구하

기 위해 좌표 사용하기. 실생활과 수학적 문제 해결의 맥락에

서 이러한 기술 적용하기

④ 직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만든 격자무늬를 사용하여 입체도

형을 표현하고 이 도형들의 겉넓이를 구하는데 격자무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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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실생활과 수학적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이러한 기술

적용하기

<표 Ⅲ-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CCSSM의 기하영역을 살펴보면 1학년부

터 5학년까지는 도형에 대해 배우지만 6학년부터는 측정 영역이 없어짐에 따라

기하 영역에서 평면도형, 입체도형의 넓이, 겉넓이, 부피와 같은 측정 영역을 통

합하여 다룬다. 미국 CCSSM의 기하 영역 중 평면도형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에서는 정의적 속성과 비정의적 속성을 구별하고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을 만

들어 보도록 한다. 도형을 합성하여 새로운 도형을 만들거나 똑같은 조각으로 나누어

그 조각을 ‘절반, 4분의 1, ~의 절반, ~의 4분의 1개’을 사용하여 설명하게 한다.

2학년에서는 명시된 속성을 가진 도형을 인식하고 그리도록 안내한다. 사각형과

원을 동일한 조각으로 나누어보도록 하고 전체를 ‘절반 2개, 3분의 1 3개, 4분의

1 4개’로 설명하게 한다. 이때 전체를 동일하게 나눈 조각은 같은 모양이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3학년에서는 다른 범주의 도형도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속성은 큰

범주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양한 사각형들의 포함 관계를 인

식하도록 하며 사각형의 어느 하위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형을 그려보게 한다.

4학년에서는 점, 직선, 선분, 반직선, 각(직각, 예각, 둔각)과 수직선, 평행선

그리고 평면도형에서 이들을 발견하도록 한다. 평행선, 수직선, 특별한 크기의

각의 유무에 따라 평면도형을 분류해보도록 안내한다. 직각삼각형을 하나의 범주

로 인식하게 하며 선대칭도형을 발견하고 대칭축 그려보도록 한다.

5학년에서는 평면도형의 범주와 그 범주의 모든 하위 범주에 속하는 속성을 이

해하고 속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면도형 분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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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와 미국의 평면도형 관련 교육과정 비교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미국 CCSSM에서 평면도형의 각 내용 요소를

지도하는 시기를 비교해보면 <표 Ⅲ-3>과 같다. 각 내용 요소는 우리나라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도형 영역의 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Ⅲ-3>

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각 내용 요소를 특정 학년에 집약적으로 지도한다.

<표 Ⅲ-3> 우리나라와 미국의 평면도형의 각 내용 요소 지도시기 비교

평면도형 내용 요소
지도 시기

우리나라 미국

평면도형의 모양 1학년 1~2학년

평면도형과 그 구성요소 2학년 1~4학년

도형의 기초(선분, 반직선, 직선, 각, 직각, 수직과 평행) 3학년 4~5학년

평면도형의 이동(밀기, 뒤집기, 돌리기, 무늬 만들기) 3학년 4~6학년

원의 구성 요소(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원 그리기) 3학년 1~4학년

여러 가지 삼각형 4학년 1~6학년

여러 가지 사각형 4학년 1~6학년

다각형 4학년 2~6학년

합동과 대칭 5학년 4~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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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와 미국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의

평면도형 관련 내용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수학 교과서와 미국

의 CCSSM을 반영한 Everyday Mathematics Common Core State

Standards Edition 교과서의 평면도형 부분을 단원 구성 체제, 평면도형 영역

학습 내용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Ⅱ-4장에서 세운 본

연구의 교과서 비교․분석틀에 따라 비교하며 세부 내용을 포함한 분석틀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세부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 비교․분석틀

형식적

측면
단원 구성 체제 비교․분석(Ⅳ-1)

내용적

측면

평면도형 단원 및 차시(Ⅳ-2-가)

평면도형

관련 주제

(Ⅳ-2-나)

도형의 기초(선분, 반직선, 직선, 각, 직각, 수직과 평행)

평면도형의 이동(밀기, 뒤집기, 돌리기, 무늬 만들기)

원의 구성 요소(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원 그리기)

여러 가지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다각형

합동과 대칭

1. 단원 구성 체제 비교․분석

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1) 수학 교과서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과

교과용 도서는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수학 교과서

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

력을 길러,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창의

적으로 해결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기른다는 수학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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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내 용

단원 도입
단원 학습 목표와 이와 관련된 삽화나 사진을 제시하여 그 단원

에서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함

본문

차시

생각열기

주어진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 주제에 알맞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생각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함

활동

각 차시의 학습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1~2개 정도로 나

누어 제시됨.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구체적인 물

건이나 모형으로 조작하는 활동, 직관활동, 추상 활동이 있음

마무리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익히거나 적용․발전할 수 있는

활동임

단원 평가

각 차시별 학습 내용을 반영한 문제들을 포함하면서 다양한 평

가 유형으로 한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문

항으로 구성됨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심화된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창의

마당

체험 마당
수학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체험해 보는

활동임

놀이 마당
단원의 내용을 놀이를 통하여 재미있게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면서 활동함

이야기

마당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단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제시함

의 목표(교육부, 2015a)에 따라 <표 Ⅳ-2>와 같이 단원 내용을 전개한다.

<표 Ⅳ-2>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 전개(교육부, 2015a)

각 단원은 ‘단원 도입’, ‘본문 차시’, ‘단원 평가’, ‘문제 해결’, ‘창의 마당’으로 구

성된다. 스토리텔링과 함께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삽화나 사진으로 ‘단원

이 도입’되고, ‘본문 차시’에서 각 차시별 학습 주제가 ‘생각 열기’, ‘활동’, ‘마무리’

순으로 제시된다. ‘본문 차시’에서 학습 주제 및 그 차시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핵심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4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3단원 13차

시인 [그림Ⅳ-1]에서 그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공부를 잘했는지 알

아봅시다’로 ‘단원평가’를 실시하고 ‘문제해결’에서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심화된

문제를 탐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체험 마당’, ‘놀이 마당’, ‘이야기 마당’으로 구

성된 ‘창의마당’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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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수학 교과서의 생각 열기, 활동, 마무리(교육부, 2015g, pp.104-105)

2) 수학 익힘책

수학 익힘책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이 학습 결과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자학자습용 워크북으로 활용하도

록 구성되었다. 수학 익힘책의 쪽수는 반드시 각 단원의 차시에 상응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원의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를 알 수 있는 포괄적인 문제를 중심

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수학 익힘책을 학생들로 하여금 뜯어서 과제로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 문제의 정답과 자세한 풀이 또한 뜯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학생

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교사는 단원 전개 계획을 참고하여 단원의 차시 학습이 마무리되는 때에 수학

익힘책을 가정 학습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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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내 용

단원의

개관

단원 소개
단원을 가르치는 이유, 교과서 단원별 표지의 설명, 단원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시

단원 학습

목표

단원에서 성취해야 할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내용, 과정, 태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

단원 발전

계통

단원의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선수 학습, 본 학습, 후속

학습의 내용을 구별하여 나타냄

단원의 흐름
단원에서 학습할 과제를 차시별로 세분화하여 추출, 도

표로 위계화하여 제시

단원의 전개

계획

단원의 차시를 교과서 쪽수와 관련시켜 제시하고 학습

주제와 수업 내용 및 활동, 준비물, 익힘책 쪽수를 나타

내어 차시별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함

지도상의

유의점
단원을 지도할 때 전체적인 유의점을 제시

단원 학습

평가

단원 학습 평가의 내용을 단원의 학습 목표의 맥락에 맞

추어 내용, 과정,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단원 배경

지식

이론적인 배경, 가르치는 이유, 학생들의 예상되는 발문

에 대한 답변, 학생들의 다양한 답에 대한 채점 등

단원의

도입

스토리텔링의

흐름(준비물)
단원의 도입 차시의 활동을 도식으로 나타냄

단원 도입

학습 활동

그림을 살펴보며 이야기 상상하기, 나의 경험 이야기하

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기 유발 후 수학적 활동을 하고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개괄함

단원

스토리텔링

전체 단원을 포괄하는 내용을 제시하거나 수학적 갈등

상황만 제시되고 이후에 차시에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

결되도록 함

본문 차시

활동
학습 목표

각 차시에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를 학습자 중심 용어로

제시

3) 교사용 지도서

지도서는 크게 ‘단원의 개관’, ‘단원의 도입’, ‘본문 차시 활동’, ‘단원 평가’, ‘문제

해결’, ‘창의 마당’, ‘보충․심화 학습’으로 구성된다.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별 구

성 체제와 활용 방법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별 구성 체제(교육부,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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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준비물)

차시의 활동을 도식으로 나타내어 수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생각 열기를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수학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학습 활동

도입에 해당되는 생각 열기와 스토리텔링은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차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학적 맥락

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함. 전개에는 차시의 학습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을 1~2개 정도로 나누어 제시함.

정리 단계에서는 그 차시의 학습을 익히거나 실생활에 적

용하여 수학적 유용성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으로 구성함.

형성 평가
단원 도입 차시를 제외한 모든 차시에 형성 평가 문항을

1~4개 제시

창의 수학

활동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새로

운 관점에서 과제를 탐구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함.

수학 인성

교육

수학적 인성 요소를 포함하여 일반 인성을 함양할 수 있

도록 제시

참고 자료

단원에서 생각해 볼 내용을 이론적인 배경, 가르치는 이

유, 가르치는 데 기초가 되는 것들 등과 같이 교사들에

게 좀 더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설을 제시

창의 수학

활동지

필요에 따라서 활동지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음

단원 평가

각 문항을 해설하고 각 문항별 ‘성취 기준, 평가 목표,

모범 답안 및 유사 답안, 채점 시 유의 사항, 오답 유형

및 지도 사항’을 기술

문제 해결
해당 단원의 학습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후에 보

다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심화 내용으로 구성

창의 마당

이야기 마당 생활 주변의 문제나 자연 현상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지 현상에서 수학을 통하여 그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재 제시

놀이 마당

체험 마당

보충․심화

학습

보충 학습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을 학습한 후에 예상되는 보충 내

용을 하향화하여 제시

심화 학습 학습 내용을 보다 깊게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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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서 명 학년 특징

학생용

자료

My reference

book
1-2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책으로써 수학의 중요 개

념에 대한 설명과 게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Student

reference

book

3-6

주요 수학 개념에 대한 설명과 EM에서 제시하

는 게임에 대한 지침을 안내함. 교실과 가정에서

의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줌.

Student math

journal
1-6

교실 수업에서 항상 사용되는 책임. 학생 개개인

의 수학적 성장에 대한 장기간의 기록을 제공함.

교사용

자료

Teacher’s

lesson guide
1-6

EM의 핵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을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수학적 내용 지도

를 뒷받침해주며, 단원에서 가르칠 내용을 정리해

줌. 수업 과정에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계획, 평

가, 요령, 다양한 수준의 개별화 전략이 포함됨.

Teacher’s

reference

book

K

1-3

4-6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학적 내용

에 대한 종합적인 배경 지식 정보를 제공함.

Math masters 1-6
매 수업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자료 및 활동이 수

록됨.

Minute

math+
1-3

하루 중 이동하는 시간이나 여유 시간을 위한 활

동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공함.5-Minute

math
4-6

Home

connection

handbook

K

1-3

4-6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 가정-학교 사이의 의사소

통 향상에 중점을 둠. 학습 내용을 숙달시키기

위한 간단한 계획을 제공함.

Differentiatio

n handbook
1-6

다양한 학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교사가 전략

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줌.

Assessment

handbook
1-6

모든 평가를 포함하여 EM 프로그램 내에서 평

가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나. 미국 EM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미국의 EM에는 다양한 학생용 자료와 교사용 자료가 있다. 각 책의 이름과 구

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 EM 학생용 자료와 교사용 자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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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ingual

handbook
1-6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급의 요구에 부합되도

록 도와주는 내용을 단원별로 제공함.

English

learners

handbook

1-6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급의 요구에 부합하도

록 돕기 위해 단원별 이해 전략을 제공함.

구성 요소 내용

단원

조직

개관 단원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과 생각을 설명

내용 각 차시별 수업 목표 제시

학습의 흐름 전후 차시의 내용과 학년별 목표에 대한 연계성 제시

주요 개념과

기술
각 수업에 내재된 주요 개념과 기술, 중요한 수학적 생각 제시

균형 잡힌

교육과정

수학적 기술을 지속시키기 위해 복습과 연습이 포함된 주요

활동 안내

균형 잡힌

평가

차시별 평가와 단원평가, 포트폴리오, 핵심 평가자원을 안내.

학년별 성취 목표에 따른 각 차시별 평가를 위해 평가 항목과

자료를 제시

모든

요구사항

해결

각 단원에 차별화된 지도 요소 제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주로 활용하는 EM 교과서로는 Student math

journal(이하, MJ)이 있고, 교사가 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여 나누어주

는 Math Masters(이하, MM),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중요

한 수학 개념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Student reference book(이하, SRB)

이 있다. 이 교과서들은 Teacher’s Lesson Guide(이하, TLG)의 학습 전개 과

정에 따라 학생들이 필요한 때만 꺼내어 활용하게 되어 있다.

MJ이나 SRB 등 학생용 교과서에는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활

동을 위한 문제나 자료만이 실려 있다. 실제 수업은 교사가 TLG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TLG를 분석해야 수업의 진행 순서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TLG를 중심으로 단원 구성

체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TLG의 단원 구성 체제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TLG의 단원 구성 체제(Bell,M.,et al.,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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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각 차시에서 필요한 학습 자료 제시

수학적

배경지식
매 차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와 배경 지식 제공

차시별 지도 계획

매 차시를 차시 지도하기(Teaching the Lesson),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Ongoing Learning and Practice), 개별화 선

택 학습(Differentiation Option)으로 나누어 지도 계획 제시

평가
차시 지도 중 평가로 학생의 성취정도를 파악. 각 단원의 마

지막 차시마다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평가

수업

전반에

걸쳐진

활동

(Ongoing

Practice)

암산과 반성

(Mental Math and

Reflexes)

암산 활동으로 연산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활동

수학 상자

(Math Boxes)

학습 문제 연습 및 수업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

어 있는지 나타냄. 또한 평가 수단으로도 활용

됨. 각 페이지의 마지막에 제시되는 것은 다음

단원의 내용을 미리 보여줌.

가정 연계 학습

(Study Links)

매 차시별 과제로 수업 내용을 다시 확인함. 종

종 연습 문제 혹은 기계적 계산을 포함함.

5분 수학

(5-Minute Math)
해당 단원에 대한 보충 문제

EM 워크샵 게임 수업의 기본적 내용과 기계적 계산과 관련된 것

TLG에서는 매 단원의 처음부터 차시 학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단원 조직’부분

에서 단원 개관, 단원 내용, 학습의 흐름, 주요 개념, 학습 자료, 수학적 배경 지

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원 개관’에서는 그 단원의 중요 개념과 그 개념을 학습

하는데 요구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하고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

한다. 그리고 관련 있는 CCSS 영역을 제시하여 EM이 CCSS의 학년별 내용 규

준을 반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단원 내용’에서는 차시명과 차

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의 흐름’에서는 차시별 목표와 함께 단원 학습과

관련 있는 전후 학습 내용을 제시하여 내용의 연계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균형 잡힌 교육과정’은 수업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6>과 같다.

<표 Ⅳ-6> TLG 단원 구성 체제 중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Bell,M.,et al.,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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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facts

Workshop Game)
을 온라인에서도 제공

게임을 통한 학습

(Practice through Games)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게임의 이름과 방법 제시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일반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

하는 문제를 소개

우리나라 교과서 미국 EM 교과서

공통점

- 차시 학습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실시함.

- 단원의 마지막에 단원평가를 제시함.

- 심화 학습을 위한 내용을 제시함.

차이점

- 학생용 교과서를 통해 수업의 진

행 순서나 활동 내용 파악이 용

이함.

-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수업의 진

행 순서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균형 잡힌 평가’에서는 매 차시별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단원 평가, 핵심평가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요구사항 해결’에서는 개별화 교수, 수

업 계획을 위한 팁, 가정 연계 학습을 제시한다. ‘차시별 지도 계획’에서는 해당

수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 계획을 세 부분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 부

분은 ‘차시 지도하기’로 차시의 주요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 ‘지속

적인 학습과 연습’으로 이전에 배운 개념과 기술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

째 부분은 ‘개별화 선택 학습’으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보충․심화학습을 제공

한다. ‘평가’는 매 차시마다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효

율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각 단원의 맨 마지막 차시

에서는 단원평가를 실시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개인적으로 이

루어지는 평가가 실시된다.

다. 우리나라와 미국 EM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비교․분석

우리나라와 미국 EM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면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우리나라와 미국 EM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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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내용이 학년별로 중복되지

않음.

- 하나의 개념이 여러 학년, 여러

단원에 걸쳐 제시됨.

- 수학적 개념을 따로 정리하는 부

분이 있음.

- 중요한 수학적 개념은 굵은 글씨

로 강조함.

우리나라와 미국의 EM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

다. 첫째, 차시 학습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실시하도록 각각 ‘생

각 열기’와 ‘Math Message’가 제시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생각 열기’는 주

어진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 주제에 알맞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생각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한다. 미국 EM 교과서에서

‘Math Message’는 학습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문제

를 풀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는 모두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단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각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와 ‘Progress check’

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에서는 각 차

시별 학습 내용을 반영한 문제들이 다양한 평가 유형으로 구성되어 한 단원의 학

습을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단원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Progress check’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에는 심화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해당 단원의 학습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후에

보다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차시가 제시되어 있다. 미국 EM 교

과서에서는 개별화 선택 학습(Differentiation Option) 부분에서 보충 학습과

더불어 심화 학습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EM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를 통해 수업의 진행 순서나 활동 내용

파악이 용이한 반면, 미국 EM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는 활동을 위한 자료집에

불과하여 학습 순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필

요한 부분만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나눠주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수업의

진행 순서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년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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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습시기 EM

2. 여러 가지 모양

2-2 여러 가지 모양 찾기

2-3 여러 가지 모양 알아보기

2-4 같은 모양끼리 모으기

2-5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기

2-6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 꾸미기

1-2 1-2

7. 기하와 속성

7-1 속성 규칙

7-2 속성, 디자인 탐구하기

7-3 패턴 블록과 모양

7-4 다각형 만들기

7-7 대칭

2. 여러 가지 도형

2-2 원

2-3 삼각형

2-4 사각형

2-5 오각형과 육각형

2-1 2-1

5. 입체도형과 평면도형

5-1 규칙 탐구하기

5-2 점과 선분

5-3 평행한 선분

5-4 다각형, 배열, 속성 탐구하기

서는 단원명과 차시명에서 학습할 수학적 개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단원명

이 같은 경우에도 차시명이 달라 학습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개념이 여러 학년, 여러 단원에 걸쳐 제시된다.

이전 학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차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개

념을 습득하기 위해 여러 학년의 단원을 거친다.

셋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수학적 개념을 따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약속하기’ 코너로 통일하여 제시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에서는 해당 단원의 내용에 알맞게 코너 명이 다양하게 바뀌어 제

시되고 있다. 반면,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용어나 기호를 별도로 정리하는 부분

이 없다. 대신 SRB의 본문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하면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2. 평면도형 세부 학습 내용 비교․분석

가. 평면도형 관련 단원 및 주제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의 평면도형 관련 단원 및 주제를 살펴보면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우리나라와 미국 EM 교과서의 평면도형 관련 단원 및 주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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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형 만들기

2-7 함께 사는 도형 나라 만들기

5-5 사각형

5-8 선대칭

2. 평면도형

3-2 선분, 반직선, 직선

3-3 각

3-4 직각

3-5 직각삼각형

3-6 직사각형

3-7 정사각형

3-8 도형 밀기

3-9 도형 뒤집기

3-10 도형 돌리기

3-11 도형 뒤집고 돌리기

3-12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

3-1 3-1

6. 기하

6-1 선분, 반직선, 직선 탐구하기

6-2 평행하고 교차하는 선분, 반

직선, 직선

6-3 각과 회전

6-4 삼각형

6-5 사각형

6-6 다각형

6-9 대칭

6-10 합동, 선분 탐구하기

3. 원

3-2 원 만들기

3-3 원의 중심과 반지름 만들기

3-4 컴퍼스로 원 그리기

3-5 원의 지름

3-6 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

그리기

3-2 4-1

1. 도형 이름붙이고 구성하기

1-2 점, 선분, 직선, 반직선

1-3 각, 삼각형, 사각형

1-4 평행사변형

1-5 다각형

1-6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 그리기

1-7 원 그리기

1-8 육각형, 삼각형 그리기

3. 각도와 삼각형

3-4 각을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3-11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

3-12 삼각형을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기

3-13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3-14 정삼각형의 성질

4-1 4-2

10. 반사와 대칭

10-1 투명 거울을 이용한 탐구

10-2 반사축 찾기

10-3 반사의 특징

10-4 선대칭

10-5 프리즈 패턴

2. 수직과 평행

2-2 수선

2-3,2-4 수선 긋기

2-5 평행선

2-6 평행선 긋기

4-2 5-1

3. 기하 탐구와 아메리칸 투어

3-4 각도기 사용하기

3-5 컴퍼스 사용하기

3-6 합동인 삼각형

3-7 다각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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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평행선 사이의 거리

2-8 평행선으로 무늬 만들기

3. 다각형

3-2 사다리꼴

3-3 평행사변형

3-4 평행사변형의 성질

3-5 마름모

3-6 마름모의 성질

3-7 직사각형의 성질

3-8 다각형

3-9 정다각형

3-10 대각선

3-11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3-8 정테셀레이션

6-1

5. 기하: 합동, 구성, 평행선

5-1 각 측정 및 그리기

5-6 합동인 도형

5-7 컴퍼스와 직선자(Straightedge)

작도

5-10 평행사변형

2. 합동과 대칭

2-2 도형의 합동

2-3 합동인 도형의 성질

2-4,2-5,2-6 합동인 삼각형 그리기

2-7,2-8 선대칭도형과 그 성질

2-9,2-10 점대칭도형과 그 성질

5-2 6-2

10. 기하 관련 주제들

10-1 준정테셀레이션

10-2 Escher류의 변형 테셀레이션

10-3 회전 대칭

우리나라와 미국 EM 교과서의 평면도형 관련 단원 및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시

기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1학년 2학기에 평면도형 내용을 처음 도

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평면도형

은 1학년부터 5학년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지만 EM 교과서에서는 1학년부터 6

학년까지 계속 다루어진다.

학습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2009 개정 수학 교과서는 이전 학년의 학습 내

용을 반복하지 않고 특정 학년과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미국 EM 교과서는 이전 학습 내용을 반복하며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평면도형 관련

내용은 도형의 기초, 평면도형의 이동, 원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다각형, 합동과 대칭이다. 도형의 기초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

각, 직각, 수직과 평행을 다룬다. 평면도형의 이동에서는 밀기, 뒤집기,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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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만들기를 학습한다. 원의 구성 요소로는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배우고

다양한 원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에 따른 다양한 삼각형

과 사각형 및 그 밖의 다각형을 학습한다. 합동과 대칭에서는 합동의 개념을 이

해하고 합동인 삼각형을 그려보며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을 익힌다.

EM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평면도형 관련 내용은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도형의 속성, 직선자 등 도구의

사용, 반사, 회전 대칭, 테셀레이션의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세

한 내용은 주제별로 다음의 지도내용 비교․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나. 평면도형 영역 학습내용 비교․분석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평면도형 영역 지도내용을 자세하게 비교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표Ⅳ-1> 세부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 비교․분석틀에 따라 각 교과

서에 나타나 있는 평면도형 지도 내용을 주제별로 비교한다.

1) 도형의 기초

가)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 3학년 1학기 2. 평면도형 단원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 등과

같은 용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각을 도입한다. 2차시 ‘선분, 반직선, 직선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다리의 모양을 살펴보고 곧은 선과 굽은 선을 이해한 후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를 선분ㄱㄴ 또는 선분ㄴㄱ으

로 읽는다고 설명한다. 선분의 ‘한 점에서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통해

‘반직선’을 알아본다.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생각해보고 ‘직선’

이라고 정의한다. [그림Ⅳ-2]에서 볼 수 있듯이 반직선이나 직선은 현실적으로

작도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선분, 반직선, 직선의 다른 점을 추상적으

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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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반직선과 직선의 지도(교육부, 2015e, pp.58-59)

3학년 1학기 2단원 3차시 ‘각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3]과 같이 가위,

부채, 고깔모자를 통해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

고 정의한다. 각의 구성 요소인 변과 꼭짓점을 알고 각을 찾고 그리는 활동을 통

해 각을 알아본다.

[그림Ⅳ-3] 도형의 같은 점을 통한 각의 지도(교육부, 2015e, p.60)

3학년 1학기 2단원 4차시 ‘직각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다 펴서 접힌 자국을 통해 직각을 만든다. [그림Ⅳ-4]의 활동1을 통해 ‘종이

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다 펼쳤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정의한다. 직각의

정의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물을 통해 직관의 방법으로 개념을 확장시킨

다고 교사용 지도서에 안내되어 있다. 이후 생활주변에서 직각을 찾아보고 직각

삼각자를 통해 직각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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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 종이를 접어 직각 만들기 활동(교육부, 2015e, pp.62-63)

4학년 1학기 3. 각도와 삼각형 단원에서는 4차시 ‘각을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에서 다양한 부채 그림을 보고 직각을 분류 기준으로 정하여 직각보다 큰

각과 직각보다 작은 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후 ‘크기가 0°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 ‘크기가 직각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각’을 ‘둔각’으로 정의한

다. [그림Ⅳ-5]와 같이 모형 시계로 예각, 직각, 둔각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각을

보고 예각, 둔각을 직관적으로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Ⅳ-5] 모형시계로 예각, 직각, 둔각 만들기 활동(교육부, 2015g, p.85)

4학년 2학기 2. 수직과 평행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물

중 한옥을 기하학적으로 탐구하여 평면 위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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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경우로서 수직과 평행에 대해 알아본다. 2차시 ‘수선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의 크기를 알아보고 찾은 곳이 직각인지 확인한다. 이를 통

해 [그림Ⅳ-6]처럼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

직’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

에 대한 수선’이라고 정의한다. 교실에서 다양한 수선을 찾아보고 수선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림Ⅳ-6] 수직과 수선의 정의(교육부, 2015h, p.55)

4학년 2학기 2단원 3~4차시 ‘수선을 그을 수 있어요’에서는 모눈종이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선을 긋거나 직각삼각자 또는 각도기를 이용하여 수선을 그어본다.

각도기를 사용하여 수선을 그을 때에는 [그림Ⅳ-7]과 같이 각도기의 밑금을 주어

진 직선과 일치하게 놓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후 한 점을 지나는 수선 긋기 활

동을 통해 한 직선에 대해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는 수선은 단 한 개뿐이라는 것

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림Ⅳ-7] 각도기를 사용하여 수선 긋기(교육부, 2015h,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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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 2단원 5차시 ‘평행선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문살무늬에서 서로 만

나지 않는 두 직선을 찾아보고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

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하며 이 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정

의한다. [그림Ⅳ-8]에서 볼 수 있듯이 평행의 의미를 알고 수선을 사용하여 평행

선을 찾거나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지 확인해보는 활동을 통해 평행선을 찾아보

도록 하고 있다.

[그림Ⅳ-8] 평행선 찾기 활동(교육부, 2015h, p.61)

4학년 2학기 2단원 6차시 ‘평행선을 그을 수 있어요’에서는 한옥의 지붕을 만들

기 위하여 나무를 서로 평행하게 놓아야 하는 상황을 통해 [그림Ⅳ-9]와 같은 방

법으로 직각 삼각자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본다. 그리고

[그림Ⅳ-10] 활동을 통해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

을 긋는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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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직각 삼각자를 사용하여 평행선 긋기(교육부, 2015h, p.62)

[그림Ⅳ-10]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 긋기(교육부, 2015h, p.63)

4학년 2학기 2단원 7차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어요’에서는 한옥에서

기둥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평행선 사이에 여러 개의 선분을

긋고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경우를 찾아본다.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

선에 수선을 그어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 재어도 같음을 설명하고 한 직선과 거리가 일정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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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긋는 연습을 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평행선의 한 직선에

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긋고 수선의 길이를 재도록 한다.

4학년 2학기 2단원 8차시 ‘평행선으로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에서는 한옥에서

평행선이 만드는 무늬를 살펴보고 평행선을 그어 여러 가지 규칙적인 무늬를 만

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그림Ⅳ-1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눈종이에 자를 이용하여

평행선을 긋거나 직각 삼각자의 한 각의 크기가 30°, 45°임을 사용하여 평행선을

그어본다.

[그림Ⅳ-11] 평행선으로 무늬 만들기 활동(교육부, 2015h, pp.66-67)

나) 미국 Everyday Mathematics 교과서 분석

미국 EM 교과서 2학년 1학기 5. 입체도형과 평면도형 단원의 2차시 ‘점과 선

분’에서는 [그림Ⅳ-12]와 같이 점을 이름붙이는 활동을 한 후 선분을 정의한다.

종이의 빈 곳에 두 개의 점을 그리고 점A, 점B라고 표시한 후 두 점을 직선자를

이용하여 잇는다. 이 선분의 끝점은 점A, 점B라고 설명하며 선분AB 또는 선분

BA로 읽는다고 설명한다. 이후 직선자를 사용하여 선분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

[그림Ⅳ-12] 점 이름붙이기(Bell,M.,et al., 2012c,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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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5단원 3차시 ‘평행한 선분’에서는 공책에 그어진 선분들이 끝까지

연장되는 상상을 통해 평행한 선분을 떠올리도록 한다. 실생활에서도 평행한 기

찻길, 책상의 칸막이 등의 예를 통해 평행한 선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평행하거나 평행하지 않은 선분을 그려본다.

2학년 1학기 5단원 5차시 ‘사각형’에서는 [그림Ⅳ-13]과 같이 사각모서리를 찾

고 직각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다.

[그림Ⅳ-13] 사각모서리(Bell,M.,et al., 2012c, p.339)

3학년 1학기 6. 기하 단원의 1차시 ‘선분, 반직선, 직선 탐구하기’에서는 선분을

복습하고 반직선과 직선을 소개한다. 선분에 대해 복습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첫째, 선분은 두 개의 유한한 종점을 가져야만 하며 길이가 있다. 둘

째, 선분은 항상 곧으며 두 개의 끝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로 표시된다. 셋째,

선분은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넷째,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선분

으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을 표현할 수 있다.

반직선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햇빛과 레이저빔을 예로 든다. 선분AB에서 점B

를 무한정 연장하는 경우를 상상하게 해봄으로써 반직선을 제시한다. 반직선을

끝까지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림Ⅳ-14]처럼 선분의 끝에 화살표를 그려

서 나타낸다. 이 때 처음 오는 글자가 항상 끝점이 되므로 반직선CD와 반직선

DC는 다른 것임을 인지시킨다. 한편 직선은 양방향으로 영원히 이어지므로 반직

선과 같이 [그림Ⅳ-14]처럼 양 끝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직선자를 사용하여 선

분, 반직선, 직선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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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4] 선분, 반직선, 직선 기호와 그림(Bell,M.,et al., 2012e, p.407)

3학년 1학기 6단원 2차시 ‘평행하고 교차하는 선분, 반직선, 직선’에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그림Ⅳ-15]와 같이 직선자의 위아래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두 개의

선분을 그리도록 한 후 평행한 직선과 선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같은 평면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면 이 두 직선은 반

드시 어떤 곳에서 교차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교실 안팎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차

하는 선분들의 예를 찾아본다. 학생들이 직접 도형을 만드는 활동도 실시한다.

학생들이 서로 줄을 잡아당기며 선분을 만들고 몇몇 선분들이 교차하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두 개의 선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한 두 개 이상의 점에서 교차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교차하지 않는 선분이 있는 경우 이

선분을 연장하였을 때 만난다는 것도 직접 체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Ⅳ-15] 평행선 그리기(Bell,M.,et al., 2012e, p.409)

4학년 1학기 1. 도형 이름붙이고 구성하기 단원의 2차시 ‘점, 선분, 직선, 반직

선’에서는 점, 선분, 직선, 반직선을 복습하고 그리는 활동을 한다. 이 때 자와 직

선자의 용도가 다름을 알려준다. 이후 학생들에게 직선과 선분, 끝점이 다른 반

직선, 자와 직선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한다.

4학년 1학기 1단원 3차시 ‘각, 삼각형, 사각형’에서는 두 개의 빨대와 하나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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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각을 만든다. 빨대가 만나는 점을 각의 꼭짓점이라고 하며 각은 각

의 꼭짓점인 같은 끝점을 가진 두 개의 반직선으로 만들어졌음을 설명한다.

[그림Ⅳ-16] 빨대로 각 만들기(Bell,M.,et al., 2012g, p.30)

4학년 1학기 6단원 7차시 ‘반원 각도기’에서는 각을 직접 그려보고 각도를 측정

한 후 예각, 둔각, 우각에 대해 소개한다. ‘예각은 0°와 90° 사이에 있는 각’, ‘둔각

은 90°와 180° 사이에 있는 각’, ‘우각은 180°와 360° 사이에 있는 각’으로 정의내

리고 있다.

5학년 1학기 3. 기하탐구와 아메리칸 투어 단원의 3차시 ‘각도 측정하기’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 그리고 각에 대해 심화 학습하며 수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

다. SRB에서는 [그림Ⅳ-17]에서 볼 수 있듯이 수선을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

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Ⅳ-17] 수선의 정의(Bell,M.,et al., 2012i, p.169)

6학년 1학기 5. 기하:합동, 구성, 평행선 단원의 10차시 ‘평행사변형’에서는 평

행선을 작도하는 법에 대해 논의하고 [그림Ⅳ-18]과 같은 순서에 따라 평행선을

그려본다. 또는 오직 자만 사용하여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찍어 평행

선을 그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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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8] 컴퍼스로 평행선 그리기(Bell,M.,et al., 2012k, p.387)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비교

도형의 기초인 선분, 반직선, 직선, 각, 직각, 수직과 평행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점을 별다른 정의 없이 학생들의 직관적인 이해에

의해 도입하며 따로 학습하는 차시가 없으나 EM 교과서에서는 앞서 살펴본 [그

림Ⅳ-12]과 같이 교사가 칠판에 여러 개의 점을 그린 후 점을 구분하기 위해 이

름을 붙이는 활동을 통해 점을 가르친다. 이후 선분, 반직선, 직선 등을 지도할

때에도 EM 교과서에서는 도형에 이름을 붙이는 활동을 통해 이를 와 같이 기

호로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름만 붙이고 기호로 나타내지

는 않는다.

둘째, EM 교과서에서는 직선자(Straightedge)와 눈금자(Ruler)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EM 교과서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 각을 작도할 때 직선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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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곧은 선을 그릴 때에는 주로 직선자를 사용하며 눈금자는

곧은 선을 그리기 위한 직선자의 기능과 더불어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음을

통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반직선과 직선을 그릴 때 EM 교과서에서는 끝없이 나아간다는 것을 표현

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하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화살표 자체가 하나의 도형

으로 인식될 수 있어 권장 사용하지 않는다. 화살표가 방향성이라는 추상적 개념

을 강조하기 위한 표식으로써 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개의 반직선으

로 이루어진 각을 그릴 때에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직선이나 직선은 현실적으로 작도가 불가능하므로 수학적 의미만을 감

안한다면 각ㄱㄴㄷ을 그리는 경우 [그림Ⅳ-19]와 같은 각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후 학습하게 되는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등의 도형에서도 각의

변을 선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림Ⅳ-19]에서 두 번째 각이 가장 바람

직하다고 하겠다.(교육부, 2015q, p.169)

[그림Ⅳ-19] 반직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각(교육부, 2015q, p.169)

넷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직각을 360° 한 바퀴의 


이라는 개념을 담아 종

이를 두 번 접는 방법으로 지도하지만 미국 교과서에서는 사각모서리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정사각형 모서리를 대어보아 모양이 일치하면 직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평행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직각삼각자 또는 각

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EM 교과서에서는 컴퍼스 또는 자로

그리는 방법과 직선자의 위아래 모서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도 제시

하고 있다.

여섯째, EM 교과서에서는 예각, 직각, 둔각 이외에도 [그림Ⅳ-20]과 같이 우

각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180°가 넘어가는 각의 예를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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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EM 교과서에서는 각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각의 이동 방향을 화살

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Ⅳ-20] 우각(Bell,M.,et al., 2012g, p.439)

2) 평면도형의 이동

가)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 3학년 1학기 2. 평면도형 단원에서는 8차시 ‘도형을 밀 수 있

어요’에서 [그림Ⅳ-21]과 같이 도형을 겹치도록 밀어보는 활동을 통해 평행이동

에 의해 생긴 상은 원래의 도형과 합동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주어진

도형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밀었을 때의 도형을 그려보고 움직인 후에도 모

양이 변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지도하고 있다.

[그림Ⅳ-21] 도형을 밀었을 때의 도형 알기(교육부, 2015e, p.70)

3학년 1학기 2단원 9차시 ‘도형을 뒤집을 수 있어요’에서는 투명 판 위에 그린

그림을 뒤집은 모양을 통해 [그림Ⅳ-22]과 같이 뒤집은 뒤의 도형을 알아본다.

이 때 대칭 이동된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방향이 반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도형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뒤집은 도형을 그려보

고 퍼즐 맞추기 활동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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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2] 도형을 뒤집었을 때의 도형 알기(교육부, 2015e, p.72)

3학년 1학기 2단원 10차시 ‘도형을 돌릴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23]과 같이

돌림판 위의 화살표 모양을 통해 돌린 도형의 모습을 관찰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회전 이동된 도형은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도형을 여러 방향으로 돌리고 그려본다.

[그림Ⅳ-23] 도형을 돌렸을 때의 도형 알기(교육부, 2015e, p.74)

3학년 1학기 2단원 11차시 ‘도형을 뒤집고 돌릴 수 있어요’에서는 포장지 무늬

를 통해 도형을 뒤집고 돌렸을 때의 도형을 알아보고, [그림Ⅳ-24]과 같이 뒤집

고 돌린 도형과 돌리고 뒤집은 도형을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뒤집기를 먼저 하

든 돌리기를 먼저 하든 상관없이 똑같은 도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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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4] 뒤집고 돌린 도형과 돌리고 뒤집은 도형 비교(교육부, 2015e, p.77)

3학년 1학기 2단원 12차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에서는 Escher의

작품을 통해 [그림Ⅳ-25]의 예시와 같이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이용하여 규칙

적인 무늬를 만들어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무늬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

도록 한다.

[그림Ⅳ-25]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교육부, 2015e,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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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Everyday Mathematics 교과서 분석

미국 EM 교과서 4학년 2학기 10. 반사와 대칭 단원의 5차시 ‘프리즈 패턴’에서

는 반사, 회전, 평행이동에 대해 알아본다. [그림Ⅳ-26]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

서에 제시된 프리즈 패턴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규칙을 찾는다. 첫 번째 프리즈 패

턴의 쌍을 이루고 있는 말들은 크기와 모양이 같지만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두 번째 프리즈 패턴의 코끼리와 말은 모양과 크기가 같고 같은 방향을 향

하고 있다. 세 번째 프리즈 패턴의 꽃들을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러한 반사, 회전, 평행이동의 세 가지 방법으로 모양을 반복적

으로 이동하면서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인 프리즈 패턴의 예를 살펴보고 직접 그

려보도록 하고 있다.

[그림Ⅳ-26] 프리즈 패턴(Bell,M.,et al., 2012h, pp.817-818)

5학년 1학기 3. 기하탐구와 아메리칸 투어 단원의 8차시 ‘정테셀레이션’에서는

테셀레이션과 정테셀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림Ⅳ-27]처럼 패턴블록으로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테셀레이션’이란 ‘겹쳐지거나 빈틈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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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없이 표면을 완벽하게 덮는 도형의 배열’을 의미한다. ‘정테셀레이션’이란

‘정다각형 한 종류로만 만들어지는 테셀레이션’을 의미한다.

[그림Ⅳ-27] 정테셀레이션(Bell,M.,et al., 2012i, p.196)

6학년 2학기 10. 기하관련 주제들 단원의 1차시 ‘준정테셀레이션’에서는 테셀레

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에 대해 복습하고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에서 다각형들의

꼭짓점이 만나 내각의 합이 360°가 되는 꼭짓점을 확인한다. 이후 [그림Ⅳ-28]

과 같이 준정테셀레이션을 찾고 이름붙이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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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8] 준정테셀레이션(Bell,M.,et al., 2012l, p.883)

6학년 2학기 10단원 2차시 ‘Escher류의 변형 테셀레이션’에서는 학생들이 직

접 자신만의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들어 본다.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비교

평면도형의 이동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아래의 차이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평면도형의 이동이 3학년 1학기에 집중적으로 구

성되어 있어 밀기, 뒤집기, 돌리기라는 생활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EM 교과서

에서는 4학년 2학기에 평면도형의 이동이 처음 나오며 반사, 평행이동, 회전이라

는 형식적 용어를 사용한다. 이 때 밀기는 평행이동, 뒤집기는 대칭이동, 돌리기

는 회전이동에 해당한다.

둘째,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반사, 회전, 평행이동을 학습한 후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테셀레이션과 준정테셀레이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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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배운 후 Escher의 작품을 탐구하고 규칙적인 무늬

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전영아(2000)는 테셀레이션을 만들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

에 대한 여러 개념과 함께 수학적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학

과 미술, 수학과 일상생활을 연결 지어 논의하고 확인하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에 Escher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만

큼 학년이 심화됨에 따라 테셀레이션을 지도한다면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인성 중심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필

요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원의 구성 요소

가)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 1학년 2학기 2. 여러 가지 모양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기 주변

이나 실생활의 물건에서 동그라미 모양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도형

학습을 준비하게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

습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교사는 모양의 이름을 붙여 범주화하지 않아야 하며 ○

모양의 구체물을 준비해두었다가 이것을 들어 가리키며 ‘이런 모양’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림Ⅳ-29]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동그라

미 모양을 찾고 모양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같은 모양끼리 모아보며 여

러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만들기와 꾸미기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림Ⅳ-29] ○ 모양 찾기(교육부, 2015b,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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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2. 여러 가지 도형 단원에서는 2차시 ‘원을 알 수 있어요’에서 여러

가지 물건으로 원을 그리고 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때 [그림Ⅳ-30]과

같이 크기가 다른 3개의 원을 제시하며 ‘그림과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도형을 원이

라고 합니다.’라고 원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Ⅳ-30] 원의 정의(교육부, 2015b, p.55)

3학년 2학기 3. 원 단원에서는 원을 그리는 방법을 통하여 원의 의미를 이해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차시 ‘원을 만들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31]과 같이

종이로 원 만들기, 4명이서 원 만들기, 손가락으로 원 만들기, 실과 단추를 이용

하여 원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원을 만들어보도록 하고 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띠종이와 누름 못을 이용하여 원을 그려본다.

[그림Ⅳ-31] 다양한 원 만들기 활동(교육부, 2015f, pp.78-79)

3학년 2학기 3단원 3차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

-32]처럼 원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의 공통점을 찾고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원의 중심’,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원의 반지름’으로

정의한다. 주변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보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넣어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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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2] 원의 중심과 반지름(교육부, 2015f, p.80)

3학년 2학기 3단원 4차시 ‘컴퍼스로 원을 그릴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33]

와 같은 방법으로 컴퍼스를 사용하여 크기가 같은 원을 그려본다. 직접 원의 반

지름을 긋고 재어보는 조작 활동과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한 원에서 원의

반지름은 모두 같음을 알게 된다.

[그림Ⅳ-33] 컴퍼스로 원 그리기(교육부, 2015f,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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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3단원 5차시 ‘원의 지름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투명 종이에 원을

그리고 원을 똑같이 넷으로 나누어지도록 접어서 접은 곳을 따라 직선을 그어봄

으로써 ‘원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 선분을 원의 지름’

이라는 것을 알도록 한다. [그림Ⅳ-34]와 같이 원에 그은 선분 중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이 원의 지름임을 알고, 지름을 여러 개 긋고 재어 보는 활동을 통해 한

원에서 지름이 모두 같으며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원의 지름과

반지름을 재어 보는 활동을 통해 원의 지름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림Ⅳ-34] 원의 지름(교육부, 2015f, p.85)

3학년 2학기 3단원 6차시 ‘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에

서는 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리고 규칙에 따라 원을 그려보도록 한

다.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정하며 자신의 규칙을 원의 중심, 반지름, 지

름 등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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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5] 규칙에 따라 원 그리기(교육부, 2015f, p.87)

나) 미국 Everyday Mathematics 교과서 분석

미국 EM 교과서 1학년 2학기 7. 기하와 속성 단원의 2차시 ‘속성, 디자인, 연

산접시 탐구하기’에서는 주변에서 원 모양의 물건을 찾아본다.

4학년 1학기 1. 도형 이름붙이고 구성하기 단원의 6차시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

그리기’에서는 [그림Ⅳ-36]과 같이 운동장에 큰 원을 그리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

여 줄에 말뚝을 박고 그리는 방법을 떠올리도록 한다.

[그림Ⅳ-36] 운동장에 큰 원 그리는 문제 상황(Bell,M.,et al., 2012g, p.48)

[그림Ⅳ-37]에서 볼 수 있듯이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

고 있는데 연필을 회전할 때 시계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5시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7시 방향에서 시작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컴퍼스의 바늘

침이 위치했던 점은 원의 중심이라고 소개하며 원의 중심과 원의 내부는 원의 일

부분이 아님을 유의하도록 한다. 원의 모든 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음을 통해 원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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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7] 컴퍼스로 원 그리는 2가지 방법(Bell,M.,et al., 2012g, p.49)

4학년 1학기 1단원 7차시 ‘원 그리기’에서는 [그림Ⅳ-38]과 같이 ‘원은 원의 중

심이라고 불리는 점으로부터 모든 점이 주어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도형’, ‘원

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어떤 점까지 이은 선분’으로 정의하고 원 그

리는 연습을 한다. 동심원을 그리는 연습을 위한 다트판 그리기, 각 원이 서로의

원의 중심을 지나는 합동인 원 그리기, 원 디자인하기와 같은 다양한 원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같은 중심을 갖는 원들을 동심원이라고 소개하며 도넛,

CD, 연못의 파문 등의 다양한 예를 통해 동심원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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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8] 원의 정의(Bell,M.,et al., 2012g, p.53)

5학년 1학기 3단원 5차시 ‘컴퍼스 사용하기’에서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을 통과

하고 양 끝점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선분’으로 정의한다. 어떤 원이든 지름은 반지

름의 2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비교

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 EM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림Ⅳ-3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필을 회전할

때 시계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5시 방향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7

시 방향에서 시작하면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작은 원을 그리

는 경우에는 컴퍼스를 돌려서 원을 그리지 않고 종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원을 그

리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

나 처음 컴퍼스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이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우리나라 교과서와 달리 EM교과서에서는 동심원을 다루고 있다. 동심원

이란 [그림Ⅳ-39]과 같이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차되는 곳이 없는 원을

일컫는다. EM 교과서에서는 동심원에 대해 학습한 후 동심원을 이용하여 디자

인 해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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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9] 동심원(Bell,M.,et al., 2012g, p.55)

4) 여러 가지 삼각형

가)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 1학년 2학기 2. 여러 가지 모양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기 주변

이나 실생활의 물건에서 세모 모양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도형 학

습을 준비하게 된다. 앞서 확인한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교사는 세모 모양이라는 이름을 붙

여 범주화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Ⅳ-40]와 같이 학생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

모양을 찾고 모양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같은 모양끼리 모아보며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만들기와 꾸미기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림Ⅳ-40] △, □ 모양 찾기(교육부, 2015b,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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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2. 여러 가지 도형 단원에서는 3차시 ‘삼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

삼각형의 의미와 특징을 알고 기하판 위에 삼각형을 만들어 본다.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을 배우기 전에 선분이라는 용어를 학습하고 선분으로 삼각

형을 정의 내렸지만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선분이라는 용어가 3학

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Ⅳ-41]과 같이 크기와 모

양이 다른 3개의 삼각형을 제시하며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합니다.’라고 삼각형을 정의하고 있다. 이후 삼각형의 특징을 살펴보며 곧은 선을

변, 뾰족한 부분을 꼭짓점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림Ⅳ-41] 삼각형의 정의(교육부, 2015c, p.59)

3학년 1학기 2. 평면도형 단원에서는 5차시 ‘직각삼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

[그림Ⅳ-42]에서 볼 수 있듯이 예와 반례를 통해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정의한다. 기하 판 위에 여러 가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직각을 찾

아보며 이를 점 종이에 옮겨 그려본다.

[그림Ⅳ-42] 직각삼각형의 정의(교육부, 2015e,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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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3. 각도와 삼각형 단원에서는 11차시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에서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예각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 [그림Ⅳ-43]과 같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

형’을 ‘예각삼각형’,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으로 정의하고 점 종이

에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그리고 확인한다. 삼각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삼각형의 세 각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각만으로 구성되었는지,

예각과 직각으로 구성되었는지, 예각과 둔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림Ⅳ-43] 예각 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정의(교육부, 2015g, p.100)

4학년 1학기 3단원 12차시 ‘삼각형을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에서

는 [그림Ⅳ-44]와 같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자로 직접 재어 변의 길이에 따

라 삼각형을 분류해본다. 삼각형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두 변의 길

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

라고 정의한다. 이 때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의 특수한 경우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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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4]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교육부, 2015g, p.102)

4학년 1학기 3단원 13차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

Ⅳ-45]의 활동들을 통해 이등변삼각형을 그린 후 오려서 접어보고 두 밑각의 크

기가 같음을 발견하고 이등변삼각형을 그린 후 각도기로 재어 두 각의 크기가 같

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각도기를 사용하여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그

려보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여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그림Ⅳ-45]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알기(교육부, 2015g,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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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3단원 14차시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

-46]과 같이 반지름의 양 끝인 원의 중심과 두 원이 만나는 한 점을 연결하여 정

삼각형을 그려본다. 그린 정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재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번에는 각도기를 이용하여 두 각의 크기가

60°인 삼각형을 그려 보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본다.

[그림Ⅳ-46] 정삼각형 그리기(교육부, 2015g, p.106)

나) 미국 Everyday Mathematics 교과서 분석

미국 EM 교과서 1학년 2학기 7. 기하와 속성 단원의 2차시 ‘속성, 디자인, 연

산접시 탐구하기’에서는 주변에서 삼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본다.

3학년 1학기 6. 기하 단원의 4차시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변, 꼭짓점, 각의

명칭을 알고 삼각형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삼각형을 꼭짓점에

의해 이름을 붙이고 빨대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만들어본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

은 삼각형’을 만들고 이를 ‘등변삼각형’이라고 알려준다. [그림Ⅳ-47]과 같이 학

생들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삼각형들을 살펴보고 등변삼각형은 변의 길이와 상

관없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음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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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7] 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기타삼각형(Bell,M.,et al., 2012e, p.422)

길이가 3,4,5인 빨대로는 어떤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고 이 삼각형에

직각이 있음을 발견한다. ‘직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부른

다. EM 교과서에서 ‘예각 삼각형’은 ‘모든 각이 90°보다 작은 삼각형’, ‘둔각 삼각

형’은 ‘한 각이 90°보다 큰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은 ‘적어도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부등변삼각형’은 ‘세 개의 길이가 다른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그림Ⅳ-48]과 같이 주어진 점을 직선자를 사용하여 이

어 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눈금자를 이

용하여 길이를 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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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8] 삼각형 그리기(Bell,M.,et al., 2012e, p.424)

4학년 1학기 1단원 3차시 ‘각, 삼각형, 사각형’에서는 서로 길이가 다른 세 개의

빨대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4학년 1학기 1단원 8차시 ‘육각형과 삼각형 그리기’에서는 컴퍼스와 직선자를

사용하여 선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선분을 복사하는 방법을 통

해 정육각형을 그리고 정육각형을 분할함으로써 삼각형을 그려본다.

4학년 2학기 7. 분수와 활용;가능성 단원의 1차시 ‘기본 분수 개념 복습’에서는

심화학습으로 [그림Ⅳ-49]과 같이 등변삼각형을 그리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컴퍼스와 직선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순서에 따라 등변삼각형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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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9] 등변삼각형 그리기(Bell,M.,et al., 2012h, p.575)

4학년 2학기 8. 둘레와 면적 단원의 7차시 ‘삼각형의 면적을 위한 공식’에서는

삼각형의 속성과 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정의를

다시금 복습한다.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비교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 EM 교과서는 부등변삼각형을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

루고 있지 않다. EM 교과서에서는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을 등변삼각형(정삼

각형),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정삼

각형과 이등변삼각형만 정의하여 다루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모두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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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하판(지오보드)를 사용하여 도형을 만드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이를 점

종이에 옮겨 그리도록 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필요시에만 삼각형의 꼭짓점에 표식을 붙여 제시

하고 있지만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의 삼각형의 꼭짓점에 표식을 붙여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EM 교과서에서는 점, 선분, 반직선, 직선 등을

도입할 때에도 표식을 붙이고 기호로도 나타내며 읽는 방법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었다.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꼭짓점에 표식을 붙이고 △ABC와 같이 기호로 나

타내며 읽어 보는 활동을 실시한다. 그림을 통해 다양한 도형의 모습을 [그림Ⅳ

-47]에서와 같이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표식을 붙

여 제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변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분을

일컬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삼각형의 꼭짓점에 표식을 붙여 삼각형을 나타내었

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표식을 붙이지 않고 있었다. 도형의 꼭짓점에 표식을

붙이는 것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도 도형의 꼭짓점에 표식을 붙여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여러 가지 사각형

가)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 1학년 2학기 2. 여러 가지 모양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기 주변

이나 실생활의 물건에서 네모 모양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도형 학

습을 준비하게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교사는 모양의 이름을 붙여 범주화하지 않아야 하며 □모

양의 구체물을 준비해두었다가 이것을 들어 가리키며 ‘이런 모양’이라고 말해 주

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림Ⅳ-40]과 같이 문제 상황 속에서 네모 모양을 찾고 모

양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같은 모양끼리 모아보며 여러 가지 모양을 사

용하여 만들기와 꾸미기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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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0] △, □ 모양 찾기(교육부, 2015b, p.48)

2학년 1학기 2. 여러 가지 도형 단원에서는 4차시 ‘사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

사각형의 의미와 특징을 알고 기하판 위에 사각형을 만들어 본다. 이때 [그림Ⅳ

-50]와 같이 크기와 모양이 다른 3개의 사각형을 제시하며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합니다.’라고 사각형을 정의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오목

사각형을 예시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오목사각형의 예도 함께 보여주도록 지

도서에 안내되어 있다. 다만 ‘오목’, ‘볼록’의 용어를 지도하지는 않는다. 이후 사

각형의 변과 꼭짓점을 살펴보며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이해하게 된

다.

[그림Ⅳ-50] 사각형의 정의(교육부, 2015c, p.63)

3학년 1학기 2. 평면도형 단원에서는 6차시 ‘직사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 건

물과 도형에서 직각을 찾아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정

의한다. [그림Ⅳ-51]과 같이 점 종이에 그어진 두 선분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완성하여 그려보고 생활에서 직사각형을 발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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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1] 직사각형 그리기(교육부, 2015e, p.67)

3학년 1학기 2단원 7차시 ‘정사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직사각형을 비교하

여 정사각형의 개념을 형성한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을 통해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정의한다.

[그림Ⅳ-52]와 같이 직사각형 종이를 접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점

종이에 그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본다.

[그림Ⅳ-52] 정사각형 만들기(교육부, 2015e, p.69)

4학년 2학기 3. 다각형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각형을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로 각각 분류해보고 찾아보며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 직사각형과 정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해본다. 2차시 ‘사다리꼴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사각형을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여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 즉 마주 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로 정

의한다. [그림Ⅳ-53]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테이프로 사다리꼴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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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하고 점 종이에 모양이 다른 사다리꼴을 2개 그리는 활동을 실시한다. 생

활 속에서 사다리꼴을 찾아보고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의 좋은 점을 찾

아본다.

[그림Ⅳ-53] 사다리꼴 만들기(교육부, 2015h, p.85)

4학년 2학기 3단원 3차시 ‘평행사변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54]와

같이 사각형을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

류하여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정의

한다. 주어진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을 모두 찾아보고 선분을 사용하여 평행

사변형을 그려본다. 생활 속에서 평행사변형을 찾아보는 활동도 실시한다.

[그림Ⅳ-54] 평행사변형 관찰하기(교육부, 2015h, p.86)

4학년 2학기 3단원 4차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

-55]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예상해 보고 예상한 성질을 구체적

인 조작 활동을 통해 확인해본다. 탐구 결과 알게 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

하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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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5] 평행사변형의 성질 확인하기(교육부, 2015h, p.89)

4학년 2학기 3단원 5차시 ‘마름모를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56]과 같이

사각형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여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정의한다. 주어진 사각형 중에서 마름모

를 모두 찾아보고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마름모를 그려본다. 생활 속에서 마름

모를 찾아보는 활동도 실시한다.

[그림Ⅳ-56] 마름모 관찰하기(교육부, 2015h, p.90)

4학년 2학기 3단원 6차시 ‘마름모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57]

과 같이 마름모의 여러 가지 성질을 예상해 보고 예상한 성질을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확인해본다. 탐구 결과 알게 된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하여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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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그림Ⅳ-57] 마름모의 성질 확인하기(교육부, 2015h, p.93)

4학년 2학기 3단원 7차시 ‘직사각형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

-58]처럼 직사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예상해 보고 예상한 성질을 구체적인 조

작 활동을 통해 확인해본다. 이 때 직사각형과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사이의 포

함 관계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림Ⅳ-59]와 같이 활동 2에서는 정사각

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예상해 보고 예상한 성질을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확인해본다. 학생들이 사다리꼴이나 마름모의 정의에 따라 “정사각형은 사다리꼴

입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 점을 강조하거나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림Ⅳ-58] 직사각형의 성질 확인하기(교육부, 2015h,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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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9] 정사각형의 성질 확인하기(교육부, 2015h, p.95)

나) 미국 Everyday Mathematics 교과서 분석

미국 EM 교과서 1학년 2학기 7. 기하와 속성 단원의 2차시 ‘속성, 디자인, 연

산접시 탐구하기’에서는 주변에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본다.

2학년 1학기 5. 입체도형과 평면도형 단원의 5차시 ‘사각형’에서는 [그림Ⅳ

-60]과 같이 다양한 사각형의 이름과 특성을 확인하고 [그림Ⅳ-61]처럼 사각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한다. 정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점, 정사각형과 직

사각형의 공통점,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의 차이점, 평행사변형과 연꼴의 공통점

을 교사가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답변을 이끌어낸다. 이후 교과서에 제시된 삼각

형과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마름모, 연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별 모양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그림Ⅳ-60] 사각형의 이름과 특성(Bell,M.,et al., 2012c,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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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1]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점과 차이점(Bell,M.,et al., 2012c, p.342)

3학년 1학기 6. 기하 단원의 5차시 ‘사각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각형을 탐

구하도록 하고 있다. 사각형의 특징을 복습하고 사각형의 꼭짓점에 이름을 붙여

본다.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반대쪽 모서

리를 잡아당겨 마름모를 만들어보기도 한 후 정사각형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예라고 정리해준다. 이번에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 연꼴과 직사각형을 만들

어본다. 꼭짓점에서 만나는 변인 두 쌍의 인접변의 길이는 같지만 대응변의 길이

가 같지 않은 사각형을 연꼴이라고 설명한다.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4개의

직각을 가진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른다. 한 쌍의 변만 평행한 사각형은 사

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해준다.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그림Ⅳ-62]와 같다. 이후

[그림Ⅳ-63]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평행한’, ‘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

사한 사각형의 특성을 발견하는 과제도 제시한다.

[그림Ⅳ-62] 사각형의 종류(Bell,M.,et al., 2012e, 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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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3] 사각형의 비슷한 특성 찾기(Bell,M.,et al., 2012c, p.430)

4학년 1학기 1. 도형 이름붙이고 구성하기 단원의 3차시 ‘각, 삼각형, 사각형’에

서는 길이가 같은 네 개의 빨대를 이용하여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를 변형하여 마

름모를 만든다. 이번에는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빨대와 또 다른 길이로 같은 두 개

의 빨대를 사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든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잡아당겨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또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을 만들면 [그림Ⅳ-63]

와 같다. 이후 사각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해본다.

[그림Ⅳ-64] 빨대로 사각형 만들기(Bell,M.,et al., 2012g,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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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1단원 4차시 ‘평행사변형’에서는 평행한 직선, 선분, 반직선을 복

습한 후 다양한 사각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그림Ⅳ-65]와 같이 ‘모

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지만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와 같은 사각

형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그림Ⅳ-65] 사각형간의 관계를 통해 분류하기(Bell,M.,et al., 2012g, p.39)

5학년 1학기 3.기하탐구와 아메리칸 투어 단원의 7차시 ‘다각형의 특성’에서는

9가지의 사각형을 분류하여 포함관계를 살펴본다.

5학년 1학기 3. 기하탐구와 아메리칸 투어 단원의 8차시 ‘정테셀레이션’에서는

사각형의 포함관계를 나타낸 [그림Ⅳ-66]의 수형도를 그려본다. ‘사다리꼴은 직

사각형이 아니다’와 같은 다양한 문장을 읽고 참, 거짓을 판별하는 활동도 실시한

다.

[그림Ⅳ-66] 사각형의 포함관계 수형도(Bell,M.,et al., 2012i, p.196A)



- 73 -

6학년 1학기 5. 기하:합동, 구성, 평행선 단원의 8차시 ‘컴퍼스와 직선자 작도’

에서는 [그림Ⅳ-67]과 같은 방법으로 컴퍼스와 직선자를 이용하여 사각형을 그

려본다.

[그림Ⅳ-67] 사각형의 작도(Bell,M.,et al., 2012k, p.377A)

6학년 1학기 5단원 10차시 ‘평행사변형’에서는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문제를 여

러 방법으로 해결해본다. 사각형의 관계를 복습하고 사각형을 분류하는 활동도

실시한다.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비교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 EM 교과서는 연꼴을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연꼴을

다루고 있지 않다. EM 교과서에서는 연꼴을 두 쌍의 이웃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사각형을 종류별로 하나의 차

시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EM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

각형을 다함께 다루며 특성에 따라 분류해본다.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

에서 정사각형, 마름모, 연꼴의 특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지도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EM 교과서는 사각형 간의 관계를 탐구한 후 다이어그램을 그려 분류하는 등 포

함 관계를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간단한 것만 다루며 사각형 사이의 포함관계는 초등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을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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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된다.’는 포함 관계로부터의

추론에 따르지 않고 정사각형도 ‘네 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라는 직사각형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모두 오목 다각형을 그림을 통해 제

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목’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는다. EM 교과

서는 빨대로 사각형을 만들고 모양을 변형시키는 활동도 하는데 이때 오목사각형

또한 사각형임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교과서는 미국 교과서에 비해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미국 교과서 모두 사각형의 마주보는 변이 서

로 평행한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지, 마주 보는 두 쌍의 각의 크

기가 같은지 알아보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같으나 우리나라는 사각형의 마주

보는 꼭짓점끼리 이은 선분이 수직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6) 다각형

가)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 2학년 1학기 2. 여러 가지 도형 단원에서는 5~6차시 ‘오각

형과 육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 오각형과 육각형의 의미와 특징을 알고 [그림Ⅳ

-68]과 같이 기하판 위에 오각형과 육각형을 만들어 본다. 앞서 삼각형과 사각형

은 ‘그림과 같은 도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도형을 정의하였으나 ‘오각형은 변

이 5개인 도형’, ‘육각형은 변이 6개인 도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 중에 오

목오각형, 오목육각형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도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하판 위에 오각형과 육각형을 만들고 점 종이에 그려보는 활동을 하며

오각형과 육각형의 특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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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8] 기하판 위에 오각형과 육각형 만들기(교육부, 2015c, pp.67,69)

4학년 2학기 3. 다각형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도형을 다각형과 다각형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정다각형의 뜻을 알고 찾으며, 대각선의 뜻을 알고 대각선을 그

어 보는 활동을 통해 평면 도형에 대한 기초 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8차시 ‘다

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69]과 같이 여러 가지 도형을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

형’이라고 정의한다. 이후 다각형을 변의 수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다각형

은 변의 수에 따라 변이 3개이면 삼각형, 변이 4개이면 사각형, 변이 5개이면 오

각형 등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려준다. 교과서에 오목사각형, 오목육각형이 예로

제시되어 있으나 ‘오목다각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변의 수에만

유의한다.

[그림Ⅳ-69]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찾기(교육부, 2015h,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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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 3단원 9차시 ‘정다각형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70]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다각형 중에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으로 정의한다. 생활 속에서 정다각형을 찾아보고 정다

각형이 아닌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Ⅳ-70] 정다각형 찾기(교육부, 2015h, p.98)

4학년 2학기 3단원 10차시 ‘대각선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다각형에서 대각선을

알아보고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짓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정

의한다. 다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알아보고 대각선을 빠뜨리지 않

고 긋도록 주의하며 어떤 사각형이든 대각선은 2개임을 명확히 한다. [그림Ⅳ

-71]과 같이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

은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지,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는지

확인한다.

[그림Ⅳ-71] 대각선의 성질 알아보기(교육부, 2015h,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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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 3단원 11차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에서는 모양 조각

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림Ⅳ-72]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본다. 도형들

의 성질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모양 조각을 조합하여 도형을 만들어 본다.

[그림Ⅳ-72] 모양조각으로 주어진 모양 만들기(교육부, 2015h, p.103)

나) 미국 Everyday Mathematics 교과서 분석

미국 EM 교과서 1학년 2학기 7. 기하와 속성 단원의 3차시 ‘패턴 블록과 모양’

에서는 학생들이 패턴블록의 모양을 확인하며 삼각형, 사각형, 원의 속성을 알아

본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삼각형을 통해 세 개의 모서리가 있고 세 개의 곧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도형들은 모두 다각형이라는 공통 속성을 발견한다.

이렇게 각각의 도형은 다각형이며 ‘다각형은 오직 하나의 끝점을 가지며 모두 곧

은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임을 알려준다.

1학년 2학기 7단원 4차시 ‘다각형 만들기’에서는 [그림Ⅳ-73]와 같이 빨대로

다각형을 만들어보며 다각형에 대해 배운 것을 복습한다. 이후 여러 가지 다각형

을 만들어 보고 도형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론한다. 예를 들어, 정사

각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 나누고 공통점은 정사각형을 정의하는 속성

에, 차이점은 정사각형을 정의할 수 없는 속성으로 기록한다. 정사각형을 정의하

는 속성들 중 만약 한 가지 속성이 없다면 그것은 정사각형이 될 수 없음을 알도

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Ⅳ-74]의 여러 가지 다각형 중 다각형이 아닌

것은 왜 다각형이 아닌지 설명하도록 한다. 패턴블록으로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활동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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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73] 빨대로 다각형 만들기(Bell,M.,et al., 2012b, p.639)

[그림Ⅳ-74] 다각형과 다각형이 아닌 것(Bell,M.,et al., 2012b, p.641)

2학년 1학기 5. 입체도형과 평면도형 단원의 4차시 ‘다각형, 배열, 속성 탐구하

기’에서는 먼저 다각형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은 각 끝점에서 만나고 어

떤 두 변이 만나면 각을 형성한다는 다각형의 특성에 대해 복습한다. 변 또는 각

의 개수에 따라 다각형의 이름을 붙이고 [그림Ⅳ-75]와 같이 지오보드에 다각형

을 만들어 점 종이에 그려보는 활동을 한다. 이 때 다양한 다각형의 종류를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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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75] 지오보드에 다각형 만들기(Bell,M.,et al., 2012c, p.334)

3학년 1학기 6. 기하 단원의 6차시 ‘다각형’에서는 정다각형을 강조하며 다각형

의 특성을 복습한다. 빨대로 다각형을 만들고 다각형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활동을 한다. 빨대로 만든 다각형의 모서리를 당기거나 밀어도 여전히 다각

형임을 확인하고 꼭짓점을 밀어 다른 선분과 하나로 합쳤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본다. 꼭짓점을 밀거나 당겼을 경우에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다각형은 삼

각형임을 찾아낸다. [그림Ⅳ-76]에서 볼 수 있듯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

은 도형을 정다각형이라고 소개하고 변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같은 길이의 변으로 만들어진 다각형이라도 변의 길이와 각

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만 정다각형이 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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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76] 다각형 탐구하기(Bell,M.,et al., 2012e, p.435)

4학년 1학기 1. 도형 이름붙이고 구성하기 단원의 5차시 ‘다각형’에서는 다각형

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림Ⅳ-77]과 같이 볼록다각형과 오목다각형을 구분하는

활동을 한다. 다각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각형은 선분으로 이루어지

며 굽은 선은 선분이 아니다. 둘째, 다각형의 변은 하나의 폐쇄된 길을 형성해야

만 한다. 셋째, 다각형의 변은 서로 교차해서는 안 된다. 넷째, 다각형은 오직 하

나의 내부만 갖는다. 다섯째, 변의 수는 각의 수, 꼭짓점의 수와 일치한다. 여섯

째, 다각형은 최소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림Ⅳ-77] 볼록다각형과 오목다각형(Bell,M.,et al., 2012g,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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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를 이용하여 오목 다각형과 볼록 다각형을 만들어보고 정다각형의 특성을

알아보는 활동도 한다. 가정에서는 다각형 수수께끼를 통해 다각형의 특성을 이

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4학년 1학기 1단원 8차시 ‘육각형과 삼각형 그리기’에서는 컴퍼스와 직선자를

사용하여 선분 복사하는 방법을 알고 내접 정육각형을 그리고 정육각형을 분할해

본다. 또한 다양한 도형의 정의에 해당하는 도형을 짝짓는 활동을 한다.

5학년 1학기 3.기하탐구와 아메리칸 투어 단원의 7차시 ‘다각형의 특성’에서는

다각형의 특성을 탐구해본다. 특성에 따라 다각형을 분류해보기도 하고 특성에

알맞은 다각형을 찾는 게임도 한다.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비교

다각형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오목 다각형’, ‘볼록 다각형’의

용어를 사용한다. EM 교과서에서는 빨대를 이용하여 오목 다각형과 볼록 다각

형을 만들어보고 볼록다각형과 오목다각형을 구분하는 활동을 한다. 반면 우리나

라는 대부분 볼록다각형의 예만 교과서에 제시하며 간혹 오목다각형 모양도 제시

하여 이 또한 다각형임을 4학년 2학기 교과서 [그림Ⅳ-78]과 같이 보여주고 있

다.

[그림Ⅳ-78]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오목다각형의 예시(교육부, 2015h,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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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나 교과서에서는 다각형의 꼭짓점끼리 이은 대각선의 특성에 대

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EM 교과서에서는 심화학습 내용으로만 다룬다. 우

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앞서 살펴본 [그림Ⅳ-71]과 같이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성

질을 알아보기 위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지,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는지 확인한다.

7) 합동과 대칭

가)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교과서 5학년 2학기 2. 합동과 대칭 단원에서는 도형을 직접 대어 보

거나 겹쳐 보는 조작 활동을 통하여 합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 각도기, 컴퍼스

를 사용하여 합동인 삼각형을 그려 보는 활동을 한다. 또한 선대칭도형을 관찰하

여 어떻게 좌우가 합동이 되는지를 알아보며 선대칭도형의 개념을 형성하는 활동

을 한다. 점대칭도형에서는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 돌려 보는 활동을 통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지 확인하고 점대칭도형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5학년 2학기 2단원 2차시 ‘합동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79]와 같이 투

명 종이에 도형을 본을 떠서 다른 도형과 포개어 보아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

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정의한다. 직사각형을 잘라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림을 보고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그림Ⅳ-79] 합동인 도형 찾아보기(교육부, 2015j,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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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2학기 2단원 3차시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합동인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정의한다. [그림Ⅳ-80]의 활동을 통해 대응변의 길

이와 대응각의 크기를 알아보고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같음을 알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포개어 보지 않고도 대응변의 길이와 대

응각의 크기가 각각 서로 같으면 합동임을 알게 된다.

[그림Ⅳ-80]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 알아보기(교육부, 2015j, p.51)

5학년 2학기 2단원 4~6차시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

-81]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있는 각

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그려본다. 이 때 자는 길이가 주어진 선분을 그릴 때 필요한 도

구이며 컴퍼스는 주어진 길이와 같은 선분을 옮기는 데 필요한 도구이므로 용도

를 바르게 알고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Ⅳ-81] 합동인 삼각형 그리기(교육부, 2015j, pp.5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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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2학기 2단원 7~8차시 ‘선대칭도형과 그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색

종이를 반으로 접어 모양을 만들어보는 활동과 [그림Ⅳ-82]와 같이 모양이 완전

히 겹쳐지도록 접을 수 있는 도형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한 직선을 따라 접어

서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도형’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 그 직선을 ‘대칭

축’이라고 소개한다. [그림Ⅳ-83]과 같이 선대칭도형에서 대칭축을 모두 찾아 그

리고 선대칭도형의 성질을 찾아보며 선대칭도형에서 대응점을 이은 선분과 대칭

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대칭도형에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며 선대칭도형에서 대응점을 이은 선분은 대칭

축과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직접 모눈종이

에 선대칭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보도록 한다.

[그림Ⅳ-82]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찾기(교육부, 2015j,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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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3] 선대칭도형의 성질 알아보기(교육부, 2015j, pp.60-61)

5학년 2학기 2단원 9~10차시 ‘점대칭도형과 그 성질을 알 수 있어요’에서는

[그림Ⅳ-84]과 같이 전통 무늬와 평행사변형을 180° 돌려 원래 모양과 같게 만

드는 활동을 통해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

전히 겹쳐지면 이 도형을 ‘점대칭도형’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 그 점을 ‘대칭의 중

심’이라고 소개한다. [그림Ⅳ-85]와 같이 여러 가지 도형 중 점대칭 도형을 찾고

점대칭도형에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성질을 발

견한다. 또한 점대칭도형에서 대응점을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통해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을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을 알아본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대칭의 중심을 찾아보고 직접 모눈종이에 점대칭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보도록 한다.

[그림Ⅳ-84] 점대칭도형 알아보기(교육부, 2015j,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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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5] 점대칭도형의 성질 알아보기(교육부, 2015j, pp.66-67)

나) 미국 Everyday Mathematics 교과서 분석

미국 EM 교과서 1학년 2학기 7. 기하와 속성 단원의 7차시 ‘대칭’에서는 접었

을 때 두 개의 좌우가 일치하는 그림을 통해 대칭인 도형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림Ⅳ-86]과 같이 종이를 접어 마름모나 정사각형과 같은 대칭인 도형을 만들

거나 자연에서 대칭을 발견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그림Ⅳ-86] 대칭인 도형 만들기(Bell,M.,et al., 2012b, p.656)

2학년 1학기 5. 입체도형과 평면도형 단원의 8차시 ‘선대칭’에서는 사물에서

선대칭을 찾고 대칭인 도형을 만들고 그리는 활동을 실시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별 모양을 반으로 접어 좌우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도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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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이라고 부르며 접은 선을 ‘대칭축’이라고 소개한다. 대칭의 다양한 예를 자

연, 학교, 집 등에서 찾아보고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Ⅳ-87]의 다양한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대칭축을 모두 찾아본다. [그림Ⅳ-88]처럼 패턴블록을 이용하여 대

칭인 도형의 반쪽 그림을 완성해보기도 하며 원의 대칭축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그림Ⅳ-87] 대칭축 찾기(Bell,M.,et al., 2012c,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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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8] 패턴블록에서 대칭인 도형 그리기(Bell,M.,et al., 2012c, p.357)

3학년 1학기 6. 기하 단원의 9차시 ‘대칭’에서는 [그림Ⅳ-89]와 같은 연 모양을

통해 대칭을 복습하고 대칭인 도형의 특징을 탐구해본다. 도형을 어떤 선에 대하

여 반으로 접을 수 있고 나뉜 두 부분이 일치한다면 그 도형은 대칭임을 알도록

한다. 거울상을 통해 도형의 크기와 모양은 같지만 반대 방향을 향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대칭인 도형의 나머지 반을 완성하는 활동과 종이를 접어서 대칭인 도

형을 만들고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을 해본다.

[그림Ⅳ-89] 거울상 그리기(Bell,M.,et al., 2012e,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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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6단원 10차시 ‘합동, 선분, 소수 탐구하기’에서는 [그림Ⅳ-90]을

통해 합동의 개념을 익힌다. 합동인 도형은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합동의 도형을 찾고 짝을 짓는 활동을 한다.

[그림Ⅳ-90] 도형의 합동(Bell,M.,et al., 2012e, p.451)

4학년 2학기 10. 반사와 대칭 단원의 1차시 ‘투명 거울을 이용한 탐구’에서는

[그림Ⅳ-91]와 같은 투명거울을 이용하여 평면도형의 반사에 대해 탐구해본다.

투명거울을 이용하여 모양을 옮기는 실험을 해보고 원상과 반사된 상인 이미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림Ⅳ-91] 투명거울(Bell,M.,et al., 2012h, p.795)

4학년 2학기 10단원 2차시 ‘반사 축 찾기’에서는 원상과 이미지는 거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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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리에 위치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트 게임과 당구 게임을 한다. ‘원래 물

체의 반대쪽에 상이 나타나도록 뒤집는 동작’을 ‘반사’라고 정의하고 거울에 비친

상은 모두 뒤집어져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투명 거울에 삽입된 모서리를 반사

축이라고 부르는데 [그림Ⅳ-92]와 같이 반사된 이미지를 그려보고 반사 축을 찾

는 활동도 실시한다.

[그림Ⅳ-92] 반사 축 찾고 반사된 이미지 그리기(Bell,M.,et al., 2012h, p.803)

4학년 2학기 10단원 3차시 ‘반사의 특징’에서는 반사의 기본 특징을 발견하는

활동을 한다. 짝과 서로 마주보고 한 명이 포즈를 취하면 다른 한 명이 거울상이

되어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림Ⅳ-93]과 같이 사물과 사물이 반사된 상과의 관계

를 대응점을 통해 알아본다. 반사 축을 중심으로 종이를 반으로 접어 반사된 상

이 원상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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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3] 원상과 반사된 상의 관계 알기(Bell,M.,et al., 2012h, p.808)

4학년 2학기 10단원 4차시 ‘선대칭’에서는 반사와 선대칭의 관계를 탐구한다.

교과서에 반쪽만 제시되어 있는 대칭인 그림을 투명거울을 이용하여 완성하고 그

림을 잘라 반으로 접어봄으로써 대칭축을 발견한다. 이후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

한 다각형들을 잘라 접어보며 대칭축들을 찾는다. 알파벳 대문자에서도 수직 또

는 수평의 대칭축을 찾아본다.

5학년 1학기 3. 기하탐구와 아메리칸 투어 단원의 5차시 ‘컴퍼스 사용하기’에서

는 컴퍼스를 이용하여 선분을 복사하는 법을 복습한다. 6차시 ‘합동인 삼각형’에

서는 [그림Ⅳ-94]와 같이 자, 직선자, 컴퍼스, 각도기를 모두 사용하여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기, 각도기 없이 오직 컴퍼스, 자, 직선자만 사용하여 합동인 삼각

형을 그리기, 오직 컴퍼스와 직선자만 사용하여 합동인 삼각형 그리기를 한다.

완성된 도형을 잘라 원래의 도형 위에 놓아봄으로써 서로 합동임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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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4] 합동인 삼각형 그리기(Bell,M.,et al., 2012i, p.186)

6학년 1학기 5. 기하:합동, 구성, 평행선 단원의 6차시 ‘합동인 도형’에서는 합

동의 의미를 탐구하고 합동인 도형을 도구를 사용하여 그리는 활동을 한다. [그

림Ⅳ-95]에서 볼 수 있듯이 합동인 도형과 합동이 아닌 도형, 합동인 선분과 합

동인 각을 찾아본다. 그리고 뒤집기, 밀기, 돌리기를 통해 합동인 도형을 확인해

보고 합동인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 6학년 1학기 5단원의 7차시 ‘컴퍼스와

직선자 작도’에서는 컴퍼스와 직선자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그려본다.

[그림Ⅳ-95] 합동인 도형 찾기(Bell,M.,et al., 2012k,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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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2학기 10. 기하관련 주제들 단원의 3차시 ‘회전 대칭’에서는 평행사변형

이 대칭인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이것이 회전대칭임을 소개한다. [그림Ⅳ

-96]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을 보고 도형을 회전시켜 원래의 도형과 같게

만들 수 있는 횟수를 파악해보기도 하고 그림 가운데를 고정하여 직접 회전시켜

보기도 한다.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회전대칭이 되는 문자를 찾아보는 활동

도 실시한다.

[그림Ⅳ-96] 회전 대칭(Bell,M.,et al., 2012l, p.891)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 비교

합동과 대칭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회전 대칭 중 180° 대칭인 경우만 다루지만,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회전 대칭에 대해 다룬다. 우리나라는 도형

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면 이 도형을

‘점대칭도형’이라고 정의한다. 점대칭도형을 알아보기 위해 평행사변형을 180°

회전시켜 원래의 도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EM 교과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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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행사변형이 대칭인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이것이 회전대칭임을 소개하

고 있다. 다만 도형을 다양한 각도로 회전시켜 원래의 도형과 같게 만들 수 있는

횟수를 파악해보는 등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 가운데를 고

정하여 직접 회전시킨다.

둘째,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반사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는 다루지 않는다. 4학년 2학기 10단원 1차시에서 ‘투명 거울’을 소개하며 평

면도형의 반사에 대해 학습을 시작한다. 앞서 대칭에 대해 학습하였던 배경지식

을 바탕으로 원상과 반사된 상인 이미지에 대해 알아본다. ‘원래 물체의 반대쪽에

상이 나타나도록 뒤집는 동작’을 ‘반사’라고 정의하고 반사된 이미지를 그려보고

반사 축을 찾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합동인 도형에 대해 학습할 때 우리나라 교과서와 달리 미국 EM 교과서에

서는 선분과 각의 합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활동을 실시한다. EM 교과서 6학

년 1학기 5단원 6차시에서는 합동의 의미를 탐구하고 합동인 도형을 도구를 사

용하여 그리는 활동을 한다. 이 때 합동인 선분과 합동인 각을 찾아본다. 도형의

기초인 선분과 각의 합동도 다룸으로써 이후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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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에 제시된 평면도형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 체제와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교수학습의 개선 및 우리

나라 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미국 CCSSM을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 적

용할 새로운 교과서 비교·분석틀을 마련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와 평면도형 관련 세부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평면도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미국 CCSSM을 비교․분

석한 결과, 각 내용 요소별 지도 시기 및 내용의 지도 범위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평면도형의 각 내용요소를 주제별로 특정 학년의 특정 차

시에서 집약적으로 지도하는 반면, 미국은 평면도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가

여러 학년에 걸쳐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를 비교한 결과, 차시 학습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실시하고 단원의 마지막에 단원 평가 및 심화 학습을 위한 내용을 제시한

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제공 방법, 학년별 학습 내용 요소, 개념

정의 부문에서는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나라 2009 개정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의 평면도형 영역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형의 기초에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점을 별다른 정의 없이 학생들의 직관

적인 이해에 의해 도입하며 따로 학습하는 차시가 없으나 미국 EM 교과서는 점

을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는 등 점에 대해 2학년 1학기에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M 교과서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 등에 이름을 붙여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작도를 할 때에는 직선자(Straightedge)를 사용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그밖에 반직선과 직선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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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의 지도 방법, 평행선을 그리는 방법, 우각의 지도 여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평면도형의 이동에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밀기, 뒤집기, 돌리기라는 생활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 EM 교과서는 반사, 평행이동, 회전이라는 형식적 용

어를 사용한다. 또한 EM 교과서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테셀레이션과 준정

테셀레이션에대해 학습하며 앞서 배운 반사, 평행이동, 회전을 응용하여 무늬 만

들기 활동을 심도 있게 하고 있다.

셋째, 원의 구성요소에서 미국 EM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 컴퍼스로

원을 작도하는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또한 EM 교과서에서는 동심원

에 대해 다루면서 동심원을 이용한 디자인을 하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넷째, 여러 가지 삼각형을 학습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 모두 기하판과 점

종이를 사용하여 도형을 만들고 그리는 활동을 실시한다. 반면 미국 EM 교과서

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와 달리 부등변삼각형의 용어를 다루며 삼각형의 꼭짓점

에 이름을 붙여 도형을 가리킬 때 좀 더 편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미국 EM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와 달리 연꼴

을 학습하도록 하며 오목 다각형의 용어도 언급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각형

의 포함관계를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알아본다.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미국 교

과서에 비해 마주보는 꼭짓점끼리 이은 선분이 수직인지 등의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섯째, 다각형의 용어에 대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오목다각형’, ‘볼록다각형’의

용어를 되도록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어 예시 그림도 거의 전부 볼록다각

형만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학생이 오목다각형을 만든 경우 이 또한 다각형임을 이

야기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다각형의 꼭짓점끼리 이은 대

각선의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EM 교과서에서는 심화학습 내용으

로만 다룬다.

일곱째, 합동과 대칭에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회전 대칭 중 180° 대칭인 경우만 다

루지만,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회전 대칭에 대해 다룬다. 또한

EM 교과서에서는 반사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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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합동인 도형에 대해 학습할 때 우리나라 교과서와 달리 미국 EM 교과서에서는

선분과 각의 합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활동도 실시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결론

우리나라 2009 개정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의 평면도형 영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EM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평면도형 영역 교과서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형의 개념을 정의할 때 엄밀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M 교과서

의 경우 1학년 교과서에서 ‘다각형은 오직 하나의 끝점을 가지며 모두 곧은 선으

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도형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

라 교과서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서는 ○,△,□ 모양으로 도형을 인식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반힐(van Hieles)에 따르면 처음 기하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외

형에 따라 도형을 구별하고 이름 지으며 비교하고 조작한다. 저학년 때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의 기본적인 도형의 개념들을 활동을 통해 유추하기만 하고 이후

학년에서도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의를 계속 사용하면 학

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같은 용어지만 학

생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용어를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오목다각형을 포함하는 도형의 다양한 예와 반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어떤 도형에 대하여 정의보다는 교과서에 제시된 예를 보고 시각적 이

미지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

와 다른 모양의 도형이 제시되었을 때에 도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Ⅳ-50]과 같이 교과서 내

‘도형의 이름’이라는 상자를 통해 ‘그림과 같은 모양’이라는 말과 함께 도형을 소

개하는 부분이 있다. 직접적으로 ‘오목다각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림을 통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림Ⅳ-74]와 같이 좀 더

다양한 예와 반례를 함께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해당 도형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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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0] 사각형의 정의(교육부 2-1, p.63)

[그림Ⅳ-74] 다각형과 다각형이 아닌 것(Bell,M.,et al., 2012b, p.641)

셋째, 컴퍼스 등 도구의 용도 및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EM 교과서에서는 직선자(Straightedge)와 눈금자(Ruler)를 구분하여 사용한

다. 선분, 반직선, 직선 등 곧은 선을 그릴 때에는 주로 직선자를 사용하며 눈금

자는 곧은 선을 그리기 위한 직선자의 기능과 더불어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

음을 통해 주로 측정 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컴퍼스는 원을 그릴 때뿐만이 아니

라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도 사용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면 조건에 맞

는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때 필요한 도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에 제시된 평면도

형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 체제와 지도 내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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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과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어느 교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면 보다 기억에 오래 남고 수

학을 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수

학에 흥미를 잃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학 교과

서는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문제가 적고 난이도를 점차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학

습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자칫 잘못하면 부실한 교과서가 되지는 않을

까 염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와 미국 EM 교과서만을

분석하였으나 다른 나라의 또 다른 교과서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과

서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의 장점은 더욱 발전시킨다면 우리

나라 교과서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9월 23일자로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고 2017년부

터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시키기로 하였다. 새로 개정되는

교과서는 새로운 수학교육의 흐름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수

학 교육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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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ing on areas of the plane figures to

compare and analyze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Mathematics

curriculum and textbooks so that it elicits suggestions helpful in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textbooks. To this end, this study is compared 2009 revised

elementary curriculum of Korea and CCSSM curriculum of the United States

the plane figure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lane figures

of Korea textbooks and EM textbook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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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comparison and analysis 2009 revised elementary curriculum of

Korea and CCSSM of the United States about plane figures, although each

content element of the plan figures is taught intensively in certain periods of

the specific grade in Korea, a number of topics related to plane figures is

taught repeatedly and gradually by deepening in various grade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 of comparison constitution system of textbook units, there was

common that students do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themes when they start

learning periods and textbooks present for evaluation and enrichment section at

the end of the lesson. However, the method of providing textbooks, learning

grade-level content elements, concepts defined sector was the difference.

Th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result between 2009 revised textbooks in

Korea and EM text book in the United states about the area of plane figures,

EM text books can present following suggestions in improvement of Korea’s

textbook.

First,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strict definition when defining the concept

of the shape. Continued use of an incorrect definition makes students get the

misconceptions. Therefore, although the term is sa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more precisely define the terms in accordance with the

learning level of the student in Korea.

Second, there is a need to present a number of examples and counter example

of a shape including a concave polygon. Students tend to see the examples

given in the textbook for certain shape memory into a visual image rather than

definition. So there is a case students do not recognize the right shape when

they remember the shapes of different shapes and images presented in. If a

variety of examples and counter examples are presented in the textbook, it will

help students having accurate and right concept for the shape.

Third, it is necessary to teach detail for the purpose and use of tools such as

a compass. The EM textbooks used to distinguish the straightedg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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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r. When students draw a straight line such as segments, ray, line, they

mainly use the straightedge, and when they measure the length, they use the

ruler. On the other hand, if a compass is used not only emphasize that when

you draw a circle to move the length of the segment to students, they can

easily think of the necessary tools when drawing congruent triangles that meet

the criteria.

key word : plane figures, comparative the textbook, 2009 revised curriculum,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CCSSM, EM textbook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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