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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초등수학 교과서의 도형영역 비교․분석

유 재 혁 (광주교대교육대학원)

이 대 현 (광주교육대학교)
✝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초등 수학과 교육과

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 영역의 구성 체계, 전개 과정

과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과 중국의 전

일제 의무교육 수학과정표준을 비교ㆍ분석하였고, 우리나

라의 2007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 중국의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교과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중국은 공

간과 도형에서 도형을 측정을 함께 다루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는 도형과 측정 영역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학년군에 따른 도형 영역 구성 내용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중국은 광의의 학습주제를 학

년군 전체로 통일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형 영역의 단원

구성 체계에서 중국은 기본 도형을 우리나라에 비해 그

자체로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고, 실천활동 및 문제 해결

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학

교과서 도형영역의 학습내용 및 지도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선분과 직선, 각에 대한 학습이 평면도형의 일부로

분산되어 제시되고 있으나, 중국의 교과서는 하나의 대단

원 주제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도형을

도입할 때 중국의 교과서는 생활 속에서 주어진 도형의

특성을 알고 다양한 조작활동을 통해 구성요소와 그들 사

이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1)

I. 서 론

21세기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 간의

교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 간 다

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

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 영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비교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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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얻

는 연구가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한 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수학 교과

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동시에 교과서

구성과 지도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국

가 간 수학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및 특징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수시 개정에 따

른 우리나라 교육과정 구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 및 수학교

육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현 위치

를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ㆍ분석할 교과서로 인근

국가인 중국의 교과서를 설정하였고, 설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2013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 학년군제를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

런데 중국도 이미 학년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학과 교육과정

에 따른 교과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는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순수

학문적 접근과 시대 동향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 등

의 이해를 통해 두 나라의 공통된 이익과 수학교육 발

전에 다양한 시사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교과서에 대한 비교ㆍ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로는 중국의 수학 교육과정의 특성적인 면을 분석

한 강명희(2004), 이복의(2008) 등의 연구가 있으며, 중

국의 수학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김소미

(2004), 정지훈(2004) 등의 연구가 있다. 또 중국의 수

학 교과서 단원 전개 형식과 교과서 문제에서 사용한

소재와 상황들을 조사한 최용환(2012)의 연구도 있다.

그렇지만 각 연구들이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특정 학습내용에 대한 비교ㆍ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형 영역은 개념들의 도입 시기, 제시 순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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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엄밀화 정도, 공간감각 기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비교ㆍ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학생

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큰 영향을 받는

다. 특히 교과서는 수학 교육의 매체 중 교육 현장의

기본 교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학 교

과서는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교수․학습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자료이므로, 보다 실질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의미가 있다(박경미, 2003).

또한, 수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 과목 자체의 속성이

나 위계가 특정 이념이나 지역, 문화에 상관없이 그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과이다. 따라

서 각 국의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과서에 그대로 나타

나므로 교과서 비교는 두 나라의 교육방법이나 체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따른 교

과서의 도형 영역의 구성 체계 및 학습 내용과 학습

전개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발

과 수학교육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중국의 학교 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6-3-3-4’의

학제를 취하고 있으며, 의무교육법이 1986년에 만들어

져 9년제 의무교육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9). 중국의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의무

교육은 모든 적령아동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성별, 민족, 종족, 가정, 재산상황, 종교, 신앙 등에 상

관없이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는 교육이며, 국가

에서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성 사업이다. 또

한, 만 6세가 되는 아동은 그 부모 혹은 기타 법정 후

견인이 반드시 입학을 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지역의 아동은 만 7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세기 자본 경제로의 전환과 개혁개방에 따른 교

육과정 전면 개혁의 시기를 표방한 신교육과정의 교육

개혁 일환으로 중국 교육부는 2001년 7월, 9년 의무교

육과정에 대한 ‘전일제 의무교육 수학과정표준’을 제정

하여 고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3년의 실험단계를 거

쳐 2005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었

다(최용환, 2012).

중국의 의무교육단계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이념은 기초성, 보편성, 보급성, 발전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학교육이 학생들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수학

을 배우게 하고 필수적인 수학지식을 얻게 하며, 신념

있는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굳건한 발전을 가져오게 해

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1).

중국은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학습 내용이 반드시

현실적이고 의의가 있으며, 도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학학습 내용 기술에 있어서

는 확고부동한 표현형식과 다양한 학습 욕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효과적인

수학학습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조작과 실천, 자주적

인 탐색, 합작과 교류에 입각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수학학습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1). 이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학 교육의 목표로

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점과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현대 정보기술의 발전이 수학교육의 가치,

목표, 내용 및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방식에 중

대한 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수학과정에 대한 설계와

실시에서 현대 정보기술의 응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수학 교육과정인 ‘수학과정표준’의 구성

체계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내용 표준을 살펴보면,

학습단계에 따른 학습영역으로 ‘수와 대수’, ‘공간과 도

형’, ‘통계와 확률’, ‘실천과 종합응용’ 등 4개 영역의 내

용 표준을 두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1).

수학과정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내용으로 학생

들의 수학활동을 강조하여 수적감각, 부호감각, 공간표

상, 통계의식 및 응용의식과 추리능력을 발전시키도록

구성하였다. 또, 수학과정의 융통성과 선택성을 구현하

기 위하여 수학과정표준에서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되는 학습단계에서 도달해야할 최소한의 기본수준만

제시하였고, 교재편찬자 및 각 지구, 학교 특히 교사들

이 학생들이 학습욕구 및 그 발전 가능성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가르치도록 구성

하였다. 동시에 수학과정 표준에서는 내용의 표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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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형식에 대하여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재 배

열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

서를 비교․분석한 논문은 중․고등학교 수학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에 비해 기초 자료가 미흡

한 실정이다. 강명희(2004)는 중국의 수학교육과정의

특성적인 면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수학 교육내용이 실

용적이며, 광역화된 학습영역에 따른 융통성과 과정에

대한 건의 작업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수학을 지도하

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복의

(2008)는 중국의 교육과정이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으

며, 교사의 교과운영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이 부

여되었으며 초등학교에서 수시로 학생평가를 통해 교

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자 노력

해 왔고, 이는 국가의 요구 보다는 개별학교 차원의

노력이었다고 하였다.

김소미(2004), 정지훈(2004)은 중국의 수학 교과서가

설명과 문제풀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최용

환(2012)은 중국의 수학 교과서 단원 전개 형식이 대

단원에서 길잡이 형식으로 간단하게 단원에 대한 설명

을 하고 곧바로 내용 전개에 들어간다고 분석하였고,

학습내용이 난이도에 따라 복습문제-종합문제-탐구문

제로 연습문제를 나누어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풀도록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김판수

(2011)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학습목표에 기술된 개념

형성에 비교적 충실하려는 반면, 중국은 다양한 방법

으로 많은 내용을 그림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적용하려

고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교과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연습을 통해 기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익히도록 구성되

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도형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과 단원 구성 체계와 구성

내용에 따른 단원 주제의 도입 시기, 학습계열, 도입

및 전개방법, 용어의 사용과 정의에 대한 비교․분석

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및 도형 지도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와 중국 수학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비교’란 여러

사물과 현상의 특성과 그 관계를 찾아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교과서

비교 연구는 크게 교과서의 전체적인 특징을 비

교하는 전반적 비교와 구체적 내용과 그 전개 양

식을 비교하는 국소적 비교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학생들이 수학적 능력을 성취하는데 교과서

가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전반적인 비교 분석과 국소적

인 비교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김후재,

2004).

구 분 분 석 내 용

전반적

비교

교육과정 분석

단원 분석-도입 시기

단원 구성 체계

차시별 구성 체계

국소적

비교

기본도형-도입 및 전개 방법, 용어

평면도형-도입 및 전개 방법, 용어

입체도형-도입 및 전개 방법, 용어

<표 Ⅲ-1> 교과서 분석틀

<Table Ⅲ-1> Frame of analysis

이에 우리나라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과 중국의 ‘전일제 의무교육 수학과정표준(중

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1)’에 나타난 도형 관련 지도

내용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보았고, 2007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과서와 중국의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전개 양식을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표 Ⅲ-1>의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

라와 중국의 수학과 도형 영역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도형 지도내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두 나라

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도형 영역 구성 체계와 학습 내

용을 비교하였으며,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두산동아

에서 출판한 12종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연변교육출판

사에서 출판한 12종의 초등학교 교과서(참고문헌 참

조)를 이용하여 도형 관련 단원의 구성 체계, 단원 도

입 상황, 각 학년별 도형 관련 단원의 세부적인 목표

와 학습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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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2009개정교육과정 ‘도형’ 영역 단계 중국 수학과정표준 ‘공간과 도형’

1-2

학년군

․ 입체도형의 모양

․ 평면도형의 모양

․ 평면도형과 그 구성요소 제1학습

단계

(1-3학년)

․도형

․측정

․도형과 변환

․도형과 위치
3-4

학년군

․ 도형의 기초

․ 평면도형의 이동

․ 원의 구성 요소

․ 여러 가지 삼각형

․ 여러 가지 사각형

․ 다각형
제2학습

단계

(4-6학년)

․도형

․측정

․도형과 변환

․도형과 위치
5-6

학년군

․ 합동과 대칭

․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 각기둥과 각뿔

․ 원기둥과 원뿔

․ 입체도형의 공간감각

<표 Ⅳ-1>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학과 교육과정 구성 체계 비교

<Table Ⅳ-1> Comparison of system of mathematical curriculum in Korea and China

로 두 나라의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 영역 대한 학습내

용에 쓰인 학습소재, 연습문제 유형, 용어 등 교과서

구성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Ⅳ. 우리나라와 중국 교과서의 도형 영

역 단원 비교ㆍ분석 결과

1. 우리나라와 중국의 도형영역 교육과정 분석

우리나라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도형’ 영역에서는 평

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구성요소, 개념, 간단한 성질 및

공간 감각을 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중국의 ‘전일제 의무교육 수학과정표준’에서는

수학의 영역을 ‘수와 대수’, ‘공간과 도형’, ‘통계와 확

률’, ‘실천과 종합응용’ 4개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1).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형 영역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표 Ⅳ-1>과 같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도형 내용은

학년 군 단위로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중국의 도형 영역에 대한 수학교육과정 구

성 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제1학습단계(1～3학년)

와 제2학습단계(4～6학년)모든 단계에서 ‘공간과 도형’

영역에 따른 학습내용이 ‘도형’, ‘측정’, ‘도형과 변환’,

‘도형과 위치’ 로 동일한 학습주제를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도형 학습지도 내용에 필요한 주제를 광범

위 하게 제시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

습내용 및 학습 진도를 고려한 교재의 재구성이나 교

육내용 구성에 대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

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도형’과 ‘측정’ 영역이 분리되어 제시

된 반면, 중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도형과 측정영역을

함께 묶어 ‘공간과 도형’으로 구성한 중국의 포괄적 구

성방식도 비교해 볼 때 참고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도형과 측정영역을 나누어 학습할 경우 도형

의 정의, 구성요소, 성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도형감각 및 공간인식에 대한 학습까지만 다룸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후 도형과 관련된 ‘측정’ 영역의 학습을 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에 대한 기억의 파지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내용의 단절 현상과 중복 학습에 따른 혼란을 가

중 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수학과 교육

과정 도형과 측정을 함께 묶어 구성한 ‘공간과 도형’

영역은 도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다룬 후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응용할 수 있는 넓이, 부피, 면적

등 도형영영과 연결된 다양한 측정활동 및 학습이 함

께 다루어짐으로써 학습내용의 연계성과 효율성에 비

추어 볼 때 눈여겨 참고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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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와 중국 수학교과서의 도형영역 단원

비교․분석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 관련 단원의 학년별 단원 구성 내용 및 도입 시

기 등에서 차이가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먼

저, 우리나라와 중국 교과서 도형 관련 학년별 단원

구성 내용 및 도입 시기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

라는 1학년 1학기에 입체도형을 학습하고 2학기에 평

면도형을 학습하는 형태로 도형학습을 순차적으로 도

입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1학년 1학기에 바로 입체

도형과 평면도형을 함께 도입하고 있다.

국가 차이점

우리나라
․1-1 입체도형 → 1-2 평면도형

(순차적 도입)

중국
․1-가에 입체도형+평면도형(통

합적 도입)

<표 Ⅳ-2> 도형 도입 시기 비교

<Table Ⅳ-2> Comparison of beginning

이는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상황 속에서 도

형을 이해할 때 학습의 위계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조작이나 관찰을 통해 직관적으로 입체도형과 평면도

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분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즉,

수와 연산과 같이 위계와 계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비해, 도형학습에 있어서 도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통해 통합

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 2학년 1학기에 삼각형,

사각형, 원의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선분과 직선의 개

념을 도입하고 있고, 3학년 1학기에 각의 개념 또한

평면도형인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개념 짓

기 위해 알아야 할 선행학습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2학년 1학기와 2학기를 통해 평

면 도형으로서 각, 직각, 예각, 둔각 등 개념을 모두 학

습하고 있으며, 4학년 1학기에 각의 측정 단원에서 선

분과 직선, 반직선의 개념과 평각, 원각 등 다양한 각

의 종류와 그 들의 관계를 이해시키도록 구성하고 있

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선이나 선분, 각 등이

후속하는 평면 도형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입되는 일

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형을 이해하

는데 있어 직선, 선분, 반직선, 각 등 기본 도형 자체의

개념과 이해를 위해 많은 차시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각 단원의 도입으로 1쪽짜리 삽화로 꾸며진 단원

표지가 교과서의 매 단원 오른쪽에 단원명과 함께 제

시되어 있다. 단원표지는 수업시간 중에 시간을 배정

하여 다루지는 않지만, 수업 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

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수학 교과

서의 일반적인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각 단원의 도입

으로 단원명이 단원표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러

나 중국은 단원 구성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원에 따라 표지나

삽화로 꾸며짐 없이 바로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소단원

없이 대단원만 주어진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중국 수학

교과서

∙ 단원 도입

- 단원명(단원표지)

∙ 차시별 학습내용

- 차시 주제

- 생각 열기

- 활동

- 약속

- 확인하고 다지기

- 익히기

∙ 단원 평가

- 문제를 풀어 보시오

∙ 탐구 활동

- 탐구 문제

∙ 단원도입

- 단원명(단원표지)

∙ 차시별 학습 내용

- 차시 주제

- 활동

- 해보기

∙ 련습

∙ 정리 및 복습

∙ 련습 문제

※ 실천과 종합응용2)

<표 Ⅳ-3> 단원구성 체계 비교

<Table Ⅳ-3> Comparison of construction of units

수학 교과서의 차시별 학습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습주제’, ‘생각열기’, ‘활동’, ‘약

2) ‘실천과 종합응용’은 중국의 수학과정표준에 따른 수학영

역의 하나로써 1～3학년에서는 실천활동을 4～6학년에서는

종합응용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 재 혁․이 대 현62

속’, ‘확인하고 다지기’, ‘익히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의 교과서는 ‘차시 주제’, ‘활동’, ‘해보기’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차시 주제’는 단원 도입과 함께 해당 단원

에서 학습 하여야 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습주제보다 형식적인 면에서

더 짧고 간단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림 Ⅳ-1]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시별 내용구성 체계

[Fig. Ⅳ-1] Comparison of contents of lesson

또한, ‘차시 주제’가 주어지고 관련된 주제 해결을

위한 삽화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문제를 제시하거나 학

습 활동에 필요한 개념을 정리하기도 한다. ‘학습 활동’

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활동이나,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는 활동, 추상으로 생

각하는 추상 활동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각각

의 활동 형태와 함께 토론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

기하도록 구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문제 활동 제시에

따른 해결 위주로 구성되었다.

또, 우리나라의 ‘약속’ 이나 ‘확인하고 다지기’ 등의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주

제에 따른 학습 활동에 그때그때 제시되어 활동과 함

께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보기’는 우리나라의

‘익히기’와 같은 의미로 학습한 후 그 내용을 간단히

익히고 연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련습’은 차시

별 주제에 따른 학습이 끝난 후 곧바로 제시되고 있으

며 매 차시 주제에 거의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Ⅳ-2]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어 보시오’

[Fig. Ⅳ-2] ‘Solve the problems’ in Korea textbook

우리나라는 단원 학습을 모두 마친 후 단원 평가로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학습 후 차시별 평가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수학 교과서 내용이 문제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정리 및 복습’은 우리나라의 ‘문제

를 풀어보시오’와 같이 한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는 성

격의 문제들로 제시되어 있으며, 단원을 마친 후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정리 및 복습’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련습’ 문제가

주어지고 있다. ‘정리 및 복습’은 매 단원 마다 제시되

어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차시별 학습 후 주어지는

‘련습’ 문제를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

차시별 ‘련습’ 문제가 주어지므로 평가의 중복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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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고려한 구성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Ⅳ-3] 중국의 ‘정리와 복습’

[Fig. Ⅳ-3] ‘Summary and review’ in

China textbook

3. 우리나라와 중국 교과서의 도형관련 지도내용

비교․분석

가. 기본 도형

1) 도입 및 전개방법

우리나라는 선분과 직선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있

으며, <2-1>에서 두 점을 곧게 이은 ‘선분’과 양쪽으

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으로 ‘직선’을 정의하고 있다.

중국은 <4-상>에서 끝점이 하나뿐이며 한쪽으로 무한

히 연장할 수 있는 ‘반직선’과 끝점이 없으며 양쪽으로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 선으로 ‘직선’을 도입하였고,

‘선분’을 끝점이 두 개이고 길이를 잴 수 있는 선으로

정의하여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의 관계를 알고 구별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선과 반직선과 연계하여 한 점

에서 나간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2-상>의 ‘각’ 단원에서

일상 생활용품 속에 ‘각’이 들어있음을 직관적으로 발

견하도록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3-1>에서

‘각’을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정의하였고, 각의 개념과 함께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꼭짓점’으로 두 직선을 각의 ‘변’이라고 정의하였다. 전

반적으로 ‘각’의 도입 시기가 우리나라는 3학년인 반면

에, 중국 교과서는 2학년 때 도입하고 있어 직선과 선

분에 비하여 각을 먼저 다루고 많은 시간을 편성하여

구성하고 있다.

예각과 둔각을 도입 시, 우리나라는 직각이 있는 삼

각자를 이용하여 직각보다 큰 각, 직각보다 작은 각을

찾아보도록 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중국은 종이를 접

어 직각을 먼저 알고 난 후, 직각을 기준으로 예각, 둔

각, 평각, 원각을 정의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

도록 다루고 있다.

수직지도에 있어 중국 교과서에서는 두 직선이 서

로 만나 직각을 이루면 그 두 직선이 수직된다고 하

며, 그중의 한 직선을 다른 한 직선의 수직선이라고

하였고, 그 두 직선이 사귀는 점을 수직선의 밑점이라

고 정의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직각

으로 만나는 선분들을 찾거나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긴

각의 크기를 재어 봄으로써 직각으로 만나는 두 직선

을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정의하였다.

평행선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주변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찾아보게 하여 평행선을

정의한 후 평행선을 직각삼각자를 이용하여 그러보게

한 후 수선과 연관 지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도록

전개하였다. 중국은 평면 위에 두 직선을 그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 직선이라 명명하며 평행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

과 평행의 개념과 이해를 위하여 한 단원 전체를 할애

하여 지도하는 반면, 중국은 평행4변형과 제형을 도입

하면서 두 도형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필요에 의

해 수직과 평행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2) 용어 분석

각의 종류에서 우리나라는 직각, 예각, 둔각을 다루

며, 중국 역시 직각, 예각, 둔각을 사용하며 추가로 각

의 두변이 한 직선위에 놓이는 각으로써 평각을 다루

지만, 한 반직선이 그 끝점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루는 각으로써 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입

하였다. 수직과 평행에서 대하여 수선에 대한 개념은

비슷하나, 우리나라는 수선으로 중국은 수직선으로 표

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두 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점’을 중국에서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 두 직선이 사귀는 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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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과 평행선을 명명하는 방식도 우리나라는 평행

하다는 것을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으로 표현하나

중국은 ‘서로 사귀지 않는 두 직선’으로 표현하고 있어

명칭뿐만 아니라, 수학적 의미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평면 도형

1) 도입 및 전개방법

삼각형의 경우, 우리나라는 1학년에서 여러 가지 물

체의 삼각형 모양을 통해 삼각형을 세모 모양이라고

인식하게 한 후, 2학년에서 선분의 개념 도입을 통해

선분 3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정의하고,

구성요소인 꼭짓점과 변을 함께 정의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1학년 때 직관적으로 알게 된 삼각형의

개념에 이어 4학년에서 생활 속에서 삼각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삼각형의 구성요소인 변, 각, 정점이 몇

개인가를 물어 특성을 발견하도록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삼각형의 특성으로 안정성을 언급하며 일상생

활 속 풍경이나 물체 속에서 도입하고 있다.

삼각형의 분류를 각에 따라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세 가지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이어진 원형 그림으로 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변에 따라 이등변삼각형과 등변삼각형(정삼

각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삼각형의 각을 재어보도록 하

였다. 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지도에 있어서 직접 세

각을 오리고 모아보는 조작 활동을 통해 검증에 의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임을 지도하고 있다.

[그림 Ⅳ-4] 삼각형의 안정성<중국 4-하>

[Fig. Ⅳ-4] Triangular stability <China 4-second

volume>

사각형의 경우, 우리나라는 1학년에서 여러 가지 물

체의 사각형 모양을 통해 사각형을 네모 모양이라고

인식하게 한 후 2학년에서 선분의 개념 도입을 통해

선분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정의하고,

구성요소인 꼭짓점과 변을 함께 정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학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면 도형 모양 속

에서 직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사각형을 직사각형과 정

사각형으로 나누어 명칭을 제시하며 도입하고 있다.

이후 3학년에서 여러 가지 도형을 주고 사각형이라고

생각되는 도형을 찾아 색칠한 후 분류한 도형 속에서

사각형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발견하도록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형 모양을 다시 분

류 해보게 하여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등을 발

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평행사변형 지도 시 생활 속 물체나 풍경을

통해 발견된 모양을 곧바로 평행사변형이라고 제시하

고,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당겨보고, 도형 판에 둘러

보고, 방안지에 그려보고, 종이를 접고 잘라보는 등 직

접적인 조작활동을 통해 마주 보는 두변이 평행한 사

각형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그림 Ⅳ-5] 사각형의 분류 및 관계알기 <중국 4-상>

[Fig. Ⅳ-5] Classification and relation of quadrangle

<China 4-first volume>

사다리꼴 역시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사각형을

그려 보게 한 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을 서로

말해보고 나누어 보게 하여 한 쌍의 맞은 변만 평행인

사각형임을 발견하고 이를 ‘사다리꼴’이라고 제시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변사다리꼴로 모양을 제시하여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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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마름모(릉형) <중국 4-상>

[Fig. Ⅳ-6] Rhombus <China 4-first volume>

마름모에 대하여는 중국에서는 학습 주제나 내용을

따로 구성하지 않았고, 평행사변형 지도 내용 말미에

네 변이 다 같은 특수한 평행사변형으로 잠시 언급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물의 관찰을 통해 마름모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으로 정의하며, 마름모의

네 각을 재어보고 마주 보는 두 쌍의 각이 같고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인 도형이 ‘마름모’임을

알게 하고 있다.

[그림 Ⅳ-7] 원의 부채형과 중심각 <중국 4-상>

[Fig. Ⅳ-7] Fan shape and central angle of circle

<China 4-first volume>

원의 중심을 알기 위해 우리나라는 우리 몸의 팔을

돌려 보게 하거나 단추를 실에 묶어 돌려 원을 만들거

나,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원을 그리기

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종이에 원을

그린 후 접기 활동을 통해 원의 중심을 지도하고 있다.

원의 지도 내용의 말미에 심화내용으로 ‘알고 있나요?’

를 통해서 부채꼴과 호, 중심각을 제시하고 있다.

2) 용어 분석

사각형의 명칭에서 우리나라의 사각형을 중국은 4각

형으로, 평행사변형을 평행4변형으로 수를 넣어 표현하

고 있다. 또한 직사각형을 중국에서는 장방형으로, 정

사각형을 정방형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사다리꼴을 제

형으로 두 옆면이 같은 등변사다리꼴을 등각제형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름모를 릉형이라고 하였다.

삼각형 역시 중국은 수를 넣어 3각형으로 표기하였

으며, 이에 따라 예각, 둔각, 직각 삼각형을 명명 할 때

에도 예각3각형, 둔각3각형, 직각3각형으로 표기 하였

으며,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또한 정3각형, 2등변3각

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에서 중국은 원의 중심을 원의 복판에 있는 한 점

으로 정의하였으며, 원의 반지름을 원의 반경으로 원의

지름을 원의 직경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

채꼴에 대하여 한 호와 그 호의 두 끝 점을 지나는 두

반경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부채형이라고 정의하였다.

다. 입체 도형

1) 도입 및 전개방법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개념도입시 우리나라는 생활

주변 물체의 관찰을 통해서 면, 모서리, 꼭짓점을 찾아

보게 한 후 상자모양의 서로 다른 면의 모양을 관찰하

여 면을 대고 그리게 한 후, 면의 모양이 직사각형 면

과 정사각형 면으로 각각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생활 주

변의 다양한 물체를 통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모양을

발견하게 한 후 일반화하여 면, 모서리, 꼭짓점을 제시

하였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모양을 여러 개 관찰하게

한 후 입체도형의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하도록 구성하

고 있다. 길이, 너비, 높이를 안내하기 위해 나무막대와

고무찰흙으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틀을 만들어 보

며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두 도형의 도안을 부록으

로 제시하여 오려내어 실물로 만들어 본 후 직육면체

와 정육면체를 함께 관찰하고 비교하며, 두 도형의 모

서리 길이를 재어보기도 하면서 두 도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관계를 도면

화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직육면체의 모양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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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겨냥도를 그리는 방법으로 직육면체를 관찰하여

보이는 면, 모서리와 보이지 않는 면, 모서리를 유추하

여 세어보게 한 후,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

려야 함을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겨냥도를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겨냥도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고 직

육면체의 모양을 보고 빠진 부분을 그려 넣어 겨냥도

를 완성하도록 하는 등 겨냥도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다. 전개도에 있어서도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를 펼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잘라

야 하는지 물어 전개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잘라서 펼친 모양을 지면에 대고 본을 뜨게 한 후 실

선과 점선을 도입하여 펼쳐진 전개도를 나타내고 정의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교과서에서는 전개도나 겨

냥도가 도형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거나 겉넓이의 학습

을 위해 한 두 번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전개도나 겨

냥도를 다루는 내용과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원기둥 도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6-1>에

서 도입된 각기둥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기둥모양이 섞

인 도형에서 각기둥과 원기둥 모양을 분류하고 그들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게 하여 마주보는 두 밑면인 원모양

에 따라 원기둥의 명칭을 유추하게 하여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으로 된 기둥모양의 입체도형을 ‘원

기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원기둥의 구성요소인

밑면, 옆면, 높이를 약속하고 두 밑면을 본을 뜨고 포

개보거나,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여러 곳에서 자로 재

어보게 함으로써 두 밑면이 합동이며 서로 평행하다는

원기둥의 성질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질을 이

용하여 각기둥과 같은 점과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며

발견하고 찾아보도록 구성하였다. 이어서 크기가 각각

다른 원기둥을 그려보게 하여 원기둥을 이해하도록 지

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여러 가지 건물이나 물체를 보고 공통

적인 외형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원기둥으로 명명하였

으며, 원기둥 모양을 부분으로 나누어 관찰하며 구성요

소로 밑면, 측면, 높이를 제시하였으며, 구성요소를 이

용하여 원기둥의 특징을 말해보도록 하였다. 또, 원기

둥의 측면을 잘라 펼쳐 원기둥의 전개도를 만들어보고

그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직사각형의

길이, 너비가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고 너

비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한편,

중국 교과서에서는 각기둥과 각뿔은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이를 오려서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을

나무젓가락에 붙여서 돌려보고 이때 생기는 입체도형

을 살펴보게 하여 회전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삼각형과

사각형을 돌려서 원뿔과, 원기둥을 나타내게 하였으며

중국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

를 반원의 회전체로 만들어진 도형으로 정의하고 구성

요소와 자른 단면을 도입하여 지도하고 있다.

2) 용어 분석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명칭

이 중국에서는 직방체와 립방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를 정의할 때에도 평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

가 만나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중국에

서는 직방체 모양을 그림으로만 제시하여 면, 릉(모서

리), 정점(꼭짓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기둥의 구성요소에서 우리나라는 원기둥의 위아래

에 있는 면을 각각 ‘밑면’이라고 하고, 옆을 둘러싼 굽

은 면을 ‘옆면’이라고 하였으며,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

의 길이를 ‘높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는 원기둥의 두 원면을 ‘밑면’이라고 부르고 주위의 면

을 ‘측면’이라고 부르며,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

라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뿔을 중국은

‘원추’라고 호칭하고 있다.

4. 논 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도형영역에 대한 수학과 교

육과정 구성과 내용체계를 볼 때, 우리나라가 영역 구

분과 지도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지

침에 따라 가르칠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은 포괄적이고 광역적으로 구성하여 비슷한 학습영역

끼리 연계성 있는 학습과 융통성 있는 지도가 용이하

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논의해 볼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습지도 방식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학년에 따라 위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심화 발전

시키는 구성 방식을 띠고 있으나, 중국의 교육과정은

한 주제에 대하여 정해진 학년에 집중 배치하여 가르

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습 내용

을 기초에서 심화까지 학년별로 점진적으로 다루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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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학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다음 단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

다. 반면, 중국의 구성 방식은 한 주제를 기초에서 심

화까지 한 단원에서 제시하여 교육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 해 볼만 하다.

단원의 구성 체계와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우

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틀을 갖추고 주어진 형식에 따

라 학습을 전개하며 차시별 학습목표가 분명하고 학습

내용이나 분량이 정해져 있어 가르칠 내용이 구체적이

고 명료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단원에

따른 주제나 내용이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구성 체계로,

언뜻 보기에 차시별 학습목표나 학습내용이 모호하게

보이지만, 가르칠 내용과 시간에 대한 융통성과 다양한

주제를 연계하여 교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의 교과서 구성 내용을 보면 학습내용에 따른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습문제가 수시로 제

시되어 있으며, 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실천과

종합응용’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

여 다양한 응용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수학적 문제해

결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 교과서 구성에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학과 도형영역을 중

심으로 교육과정 내용과 단원 구성 체계, 단원 학습 내

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및 학습

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형 지도를 위한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과 중국의 ‘전일제 의무교육 수학

과정표준(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1)’에 나타난 도형

관련 지도 내용을 비교하였고, 2007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과서와 중국의 ‘의무교육과정 표

준 실험 교과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

리나라와 중국의 수학 도형영역 교육과정 구성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두 나라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도형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형’영역에서 중국의 경우

‘공간과 도형’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즉, 중국은 공간과

도형에서 도형을 다루면서 동시에 측정을 함께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도형과 측정 영역을 세분화하여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형과 측정영역이 세

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이

명확하다는 이점도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구분하여 제

시된 영역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연계성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교육과정인 수학과정

표준에서는 공간과 도형 영역에서 도형과 측정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학습내용 구분에 따른 혼란이나 어려움

없이 하나의 과정으로 연계성 있게 지도하기에 효율적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우리나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 역

시 학년군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구성된 교육과정

내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각 학년군에 따른 도형 영역

구성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중

국은 도형 학습 지도에 필요한 광의의 학습주제를 정

하고 학년군 전체의 주제를 통일하여 교육과정에 제시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도형 영역 단원 구성

체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 단원

구성에서 선분, 직선, 각 등 기본도형은 해당 단원 내

용에 후속하는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의 개념이나 구

성요소를 지도하기 위한 기본 학습, 또는 선행 학습으

로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

본 도형 자체를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체적인 단원의 구성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

나 중국이나 나름의 형식을 갖추어 단원 체계를 구성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좀 더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

어 구성하는 반면, 중국은 구성 형식보다는 실천활동

및 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둔 구성 체계를 갖추었다.

셋째, 단원 차시 학습 내용 제시 방법을 보면 우리

나라가 차시 주제 형식의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학습목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차시 학습활동에 따른 익히

기 문제가 활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

는 차원으로 실시되나, 중국의 경우 해보기 문제가 해

당 학습 활동에만 국한 되지 않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

를 해결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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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습 활동에 따른 물음이나 문제 제시에 있어

서 우리나라는 내용이 간결하고 짧게 주어지도록 구성

되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중국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문장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관련지어 제시된 문제들이 많아 상대

적으로 문제해결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학 교과서 도형영역의 학습내

용 및 지도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

는 선분과 직선, 각에 대한 학습이 평면도형의 일부로

써 분산되어 지도되고 있으나, 중국은 하나의 대단원

주제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지도 되고 있어 기본 도

형의 개념이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지도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

학과 교육과정에서 반직선을 도입하는 것에 비해, 중국

교과서는 반직선이라는 개념을 이미 사용하여 각의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손전등, 전조등, 태양광선

등을 통해 끝점이 하나뿐이며, 한쪽으로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 선으로 반직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

용하여 한 점에서 나간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을 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셋째, 평면도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다루는

평면도형은 비슷하나, 우리나라는 평면도형을 도입할

때 기본도형을 통해 정의와 성질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생활 속에서 주어진 평면

도형의 특성을 알고 다양한 조작활동을 통해 구성요소

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도형영역에 대한 비교․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가 1, 2학년부

터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9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의 도형 단원 구성 체계에 대

한 분석과 다양한 국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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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to compare the area of geometry of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guidelines in order to 
develop geometric curriculum and textbooks in korea and to search for more efficient methods of 
learning mathematics. For this, we have looked throug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ometry 
domain in mathematics curriculums and the textbooks in korea and china. Furthermore, we have 
fou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hile comparing specific contents in the two countries.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First, The mathematics curriculum in korea is 
divided into 'figure' domain, but the one in china is divided into 'space and figure' domain, 
which deals with figure and measurement. And china constructs the contents of the basic figure 
as a whole unit. Second, korea gives clear learning aims about contents whereas china gives 
learning activities. Lastly, when starting teaching a plain figure, korea focuses on checking and 
finding definitions and characters through fundamental figures. However, china focuses on figuring 
out components and the relations among them throughout various plain fig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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