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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서술된 높이 개념과 측정 활동 분석

백 대 현 (부산교육대학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의 높이 개념과 측

정 활동은 관련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데 필수적이

다. 교과서에서 평면 도형의 높이에서 삼각형은 밑변과 마

주보는 꼭짓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그은 선분, 평행사변

형과 사다리꼴은 두 밑변 사이의 거리로 서술되었다. 또한

입체 도형의 높이에서 각기둥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 각

뿔은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 원뿔은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 원기둥은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높이 개

념과 측정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Ⅰ. 서론1) (번호지워 주세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이하

교과서)에서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

꼴, 다각형의 순서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각기둥, 각뿔, 원기둥, 원뿔의 구성 요소와 성질을 학습

한다. 교과서에서 각기둥, 각뿔, 원뿔의 부피를 다루지

않지만 원기둥과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학

습한다. 높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주요한 이

유는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높이

가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사용되기 때

문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의 높이는 도형에 따라

일관성 없이 선분, 선분의 길이, 거리의 개념으로 서술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이하 이전 교과서)에서도 도형의 높이가 이와 같이

서술되었다. 임승현, 박영희(2011)는 제 7차 교육과정

의 수학 교과서로 학습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원

뿔의 높이를 선분이나 수직과 같은 도형 개념으로 이

해하기도 하고 길이 또는 거리 같은 측정 개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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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고 지적하고, 높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백대현(2011)은 이전 교과서에서

삼각형과 각기둥의 높이는 선분으로, 평행사변형과 사

다리꼴의 높이는 거리로, 각뿔의 높이는 선분의 길이

로 일관성 없이 서술되었고, 특히 삼각형의 높이가 선

분으로 표현된 것은 높이에 대한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석일, 박교식(2011)은 이전 교과

서에서 도형의 높이의 정의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각기둥의 두 밑면 사이의 거리는 정의하지 않고 사용

하고, 각뿔의 높이도 ‘각뿔의 꼭짓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로 서술하였지만 교과서에 ‘평면 밖의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정의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나귀수(2012)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삼각형

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공식으로 나타낼 때 밑변, 높

이 등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고하였다. 특히 높이와 관련하여 박교식(2013)은 거리

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초

등학교 수학에서는 높이를 선분의 길이로 사용할 필요

가 있지만, 거리를 초등학교 수학 용어로 수용하는 방

안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높이의 개념과 대안

적인 서술 방식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서술된

도형의 높이의 개념은 이전 교과서에 서술된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전 교과서에서 각뿔의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던

각뿔의 높이가 교과서에서는 각뿔의 꼭짓점에서 밑면

에 수직인 선분으로 수정되었다. 각뿔의 높이를 ‘선분’

으로 서술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 적절하다면 원뿔의 높이는 왜

‘선분의 길이’로 서술하고 있을까? 따라서 학습자에게

도형의 높이를 선분, 거리, 선분의 길이로 구분하여 지

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찰하는 과정이

본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형의 높이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 5명

을 대상으로 높이 측정 지도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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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 교과서에 제시된 방식으로 평행사변형, 각

뿔, 원뿔의 높이를 측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도형의 높이 측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수학적인 관점에서 높

이의 개념을 논의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

어 실제 교과서에 서술된 높이의 개념이 넓이와 부피

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실질적인 높이 측

정 활동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도형의 높이 개념과 측정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 분석하여 논의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도형의 높이

교과서에서는 높이를 이용하여 넓이와 부피를 구하

기 위한 공식을 이끌어낸다. 공식과 관련하여 Reys,

Lindquist, Lambdin, & Smith(2012)는 여러 측정 환경

에서 공식이 필요하지만, 공식이 측정의 속성과 과정

을 신중하게 개발하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

적하였다. 또한 공식을 사용하는 기술은 개발할 필요

가 있지만, 학생들이 그러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

는지를 먼저 알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교과서에

서는 다각형의 넓이와 다면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하

여 밑변의 길이와 높이,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측정하

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을 이끌어낸다. 따

라서 높이는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

되기 때문에 높이의 개념은 도형이 다를지라도 일관적

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높이의 개념

을 살펴보자.

국립국어원(2016)은 높이를 일상적인 용어와 수학적

인 용어로 구분하여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일상적인

용어로서는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수학적인 용어로서

는 삼각형의 꼭짓점에서 밑변에 그은 수선의 길이, 사

다리꼴(평행사변형)에서 평행인 변 사이의 거리, 원뿔

(각뿔)에서 꼭짓점에서 밑면에 그은 수선의 길이, 원뿔

대(각뿔대, 평행육면체)에서 평행인 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높이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선분의

길이 또는 거리를 의미한다. 한편 교과서에서 평행사

변형과 사다리꼴의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삼각

형의 높이는 밑변과 마주 보는 꼭짓점에서 밑변에 수

직으로 그은 선분, 각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각뿔의 높이는 각뿔의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직

인 선분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원기둥의 높이는 두 밑

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 원뿔의 높이는 원뿔의 꼭짓

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다. 이

에 반하여 미국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이하 미국 교과

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도형의 높이를 선분의 길이

또는 거리 개념으로 표현되었다(Bell, M., Bell, J.,

Bretzlauf, Dillard, Flanders, Hartfield et al., 2007;

Charles, Crown, & Fennel, 2005; Clements, Malloy,

Moseley, Orihuela, Silbey, 2005; Norwood, Roby,

Mendoza Epperson, Dixon, Scheer, Wright et al.,

2009). 특히 Clements et al.(2005)의 경우는 삼각형, 평

행사변형, 사다리꼴의 높이를 모두 선분의 길이로 나

타내었다.

한편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이하 중학

교 교과서)에는 기둥의 높이를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

의 길이(김원경 외, 2014), (각)뿔의 높이를 (각)뿔의

꼭짓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또는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김원경 외, 2014; 이강섭 외, 2014)로

서술되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각뿔대

와 원뿔대의 높이는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김

원경 외, 2014; 류희찬 외, 2014; 우정호 외, 2014; 이강

섭 외, 2014) 또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황선욱 외,

2014)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삼각형과 원뿔의 높이가 선분으

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도형의 높이는 모두 선분의

길이 또는 거리로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선분의 길이

와 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중학교 교과서에서 정

의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

이로 서술된다. 따라서 거리 개념 보다는 길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다. 박교식(2013)은 학교 수학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의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학년 교과서에서 정의 없이 사

용되고,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정의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권석일, 박교식(2011)은 입체 도형의 높이에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정의 없이 사용한다고 지적하

였다. 결론적으로 박교식(2013)의 지적과 같이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서술된 높이 개념과 측정 활동 분석 115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거리’보다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에서는 ‘선분의 길이’가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다.

Ⅲ. 분석 방법

도형의 높이 개념과 측정 활동의 문제점을 논의하

기 위하여 교과서, 이전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사용 지도서(이하 지도서), 중학교 교과서, 미국 교

과서 및 관련 서적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한 두 가지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높이 개념은 적절하게 서술되었는가?

▪높이 측정 활동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

학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가?

먼저 높이 개념이 적절하게 서술되었는가는 학습자

의 이해 수준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를 의미한다.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 명확하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5학년 지도서(교육부, 2015e)에 제시된 직육면

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의 일부를 살펴보자.

수학적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직

육면체는 6개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정의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직사각형의 넓이’

라는 말도 못마땅할 것이고, 그보다는 ‘직사각형의 내부의

넓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중략) 대충 말하

여도 뜻이 통할 경우에는 편리함을 위하여 몇 가지 말을

생략하고, 예를 들어 ‘다각형의 넓이’라는 식의 표현도 허용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직육면체는 6개의 직사각형

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틀렸다고 지적

하기 보다는‘직사각형 모양의 면’이라는 말을 줄여서 ‘직사

각형’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p. 146).

제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직육

면체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이전 교과

서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면 6개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서술되었다.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는 ‘직사각형’보다

‘직사각형 모양의 면’이 직육면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백대현, 2011). 또한 ‘다각형의 넓이’는 암

묵적으로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내부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다각형의 넓

이와 같이 편리함을 위하여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사각형 모양의 면을 직사각형으로 줄여

서 말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직사각형 모양’

과 ‘직사각형’을 암묵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 직육면체를

‘직사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서술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이

개념을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관점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활

동이 학습자의 수학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

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문제 해결 관점’은

Polya의 문제 해결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고할 수 있는가의

관점을 의미한다. 이 분석 기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초등 수학 전공과정에 재학 중인 5,

6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5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

제 수업에서 높이 측정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특히 평행사변형, 각뿔, 원뿔의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을 말로 설명하거나 생략하였다.

그 이유는 교과서에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은 학습자가 실행하기

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서 사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사들과 논의하여 문제 해결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학

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서에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높이 개념 학습을 각

각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분’으로 제시된 삼각형

과 각뿔의 높이는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는 것이 적절

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교과서의 측정 활동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

내는 활동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Ⅳ. 분석 결과

평면 도형의 높이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에 사용되기 때문에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직사각형의

높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직사각형의



백 대 현116

넓이 개념을 학습하고 나서,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으

로 등적 변형시켜 넓이를 구하고, 삼각형과 사다리꼴

은 평행사변형으로 배적 변형시켜 넓이를 구한다. 따

라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높이가 사용되기 때문에

넓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의 높이는 같은 개념이어야 한다. 이에 본 장

에서는 도형의 넓이 관점에서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

다리꼴의 높이도 직사각형의 높이와 같은 개념으로 서

술되는 것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평행사변

형, 각뿔, 원뿔의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이 학습자의 수

학적 사고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1. 직사각형

교과서에서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넓이

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써보는 활동을 한다. 특히

익힘책과 지도서에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직사각형의 넓이)(가로)×(세로), (정

사각형의 넓이)(한 변)×(한 변)으로 서술되었다. 먼

저 ‘가로’와 ‘세로’의 의미를 살펴보자. 국립국어원

(2016)에 의하면 일상 용어로서 ‘가로’는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나 있는 방향 또는 길이, ‘세로’는 위에서 아

래로 나 있는 방향 또는 길이를 나타내지만, 수학 용

어로서는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와

같이 사전에 제시된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선분의 의

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박교식, 임재훈(2005)은

‘가로’와 ‘세로’가 수학적 실재물을 나타낼 때에는 직사

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가로로 놓여진 변’, ‘세로로 놓

여진 변’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

과서에서 사용되는 ‘가로’와 ‘세로’는 선분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직사각형과 관련된

문제의 서술에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사용한

다(김원경 외, 2014; 류희찬 외, 2014; 우정호 외, 2014;

이강섭 외, 2014; 황선욱 외, 2014). 따라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선분과 선분을 곱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교사들도 공식을 암기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가로)×

(세로)와 같이 지도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익힘책과 지도서에 (직사각형의

넓이)(가로의 길이)×(세로의 길이), (정사각형의 넓

이)(한 변의 길이)×(한 변의 길이)로 서술되는 것이

적절하다. 직육면체에 대한 지도서의 해설처럼 ‘가로의

길이’라는 말을 줄여서 ‘가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높이 대신 세로

의 길이로 표현하고 있지만, Bell et al.(2007)은 직사각

형의 높이를 언급하고 이를 두 밑변 사이의 최단 거리

로 서술하였다.

2. 평행사변형

교과서에서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평행한 두 밑변

사이의 거리로 서술되었지만, 평행한 두 밑변은 정의

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평행은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변이 평행하다는 것은 암

묵적으로 두 변을 포함한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평행한 두 밑변 사이의 거

리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한편 교과서에서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로 서술하였다. 수선은 직선이

기 때문에 수선의 길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교과서에는 수선이 선분의 상황으로 제시되었기 때문

에 선분의 길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

의 높이는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1] 평행사변형의 높이(교육부, 2015a)

[Fig. 1] Height of a Parallelogram(Ministry of Education,

2015a)

또한 지도서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밑변)×(높이)

로 제시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평행

사변형의 넓이)(밑변의 길이)×(높이)로 서술하는 것

이 적절하다. 교과서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등적 변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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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적 변형은 보통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이때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높이는 같게 된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와 같이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는 것이 적절하다.

Clements et al.(2005)의 경우도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the length of a line

segment that connects a base with the side parallel

to that base and that is perpendicular to the base)’

로 서술하였다.

[그림 2] 평행사변형의 등적 변형(Charles et al.,

2005)

[Fig. 2] Area Preserving Transformation of a

Parallelogram(Charles et al., 2005)

이제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3]의 평행사변형의 높이

측정 활동을 살펴보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는 측정 방

법이 이미 제시되어 학습자의 능동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적하였

고, 학생들이 [그림 3]과 같은 방법으로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림 3] 평행사변형의 높이 측정(교육부, 2015a)

[Fig. 3]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a

Parallelogram(Ministry of Education, 2015a)

[그림 4] 평행사변형의 높이(Serra, 2008)

[Fig. 4] Height of a Parallelogram(Serra, 2008)

지도서에 따르면 [그림 3]에서 한 학생은 평행사변

형을 수직이 되도록 잡고, 다른 학생은 위쪽에 있는

밑변을 기준으로 잘라 실에 매단 클립을 넣고 자른 선

안쪽에서 실을 잡고 옮기면서 높이를 측정한다. 또한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 밑변의 연장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5명의 교사들은 지도서를

읽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밑변을 자른다고 이해하지

않았고,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교사들이 지도서의 설

명대로 활동을 해보았지만 평행사변형이 그려진 종이

를 수직이 되도록 잡기 어려웠고, 실의 길이를 다시

자로 재어야 하였다.

이에 대한 재구성 방안은 [그림 4]와 같이 평행한

두 밑변에 수직인 선분을 그어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다. 이는 4학년 교육 과정에서 각도기를 이용하여 직

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지나는 수선을 긋고, 직각

삼각자를 사용하여 수선을 긋는 활동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단순히 평행사변형에서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그림 1]은 평

행사변형의 높이를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지만,

평행이동하면 결국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같게 된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평행한 밑변을 가지므로 높이도

두 가지가 된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한 평행사변

형에서 밑변이 다르면 높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밑변의

선택에 따라 높이를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활동을 통

해 학습자의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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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높이는 밑변과 마주 보는 꼭

짓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그은 선분으로 서술되었다.

먼저 삼각형의 높이 개념을 넓이의 관점에서 논의하자.

[그림 5] 삼각형의 높이(교육부, 2015a)

[Fig. 5] Height of a Triangle(Ministry of Education,

2015a)

[그림 6] 삼각형의 넓이(Charles et al., 2005)

[Fig. 6] Area of a Triangle(Charles et al., 2005)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그림 6]과 같이 배적

변형한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으로 구한다. 이 때, 배적

변형한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와 같게 된

다. 따라서 넓이의 관점에서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같게 된다. [그림 6]에서 삼각형은 평행사변형

과 같은 밑변과 높이를 가진다고 서술되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등적 변형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와 같으므로 삼각형의 높이는, 선분이 아닌, 선분

의 길이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Clements et

al.(2005)의 경우도 삼각형의 높이를 ‘꼭짓점에서 밑면

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the length of a line segment

that connects a base to the vertex opposite that

base and is perpendicular to it)’로 서술하였다. 한편,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삼각형의 높이를 모두 선분의 길

이로 나타내었다(김원경 외, 2014; 류희찬 외, 2014; 우

정호 외, 2014; 이강섭 외, 2014; 황선욱 외, 2014).

다음으로 높이 측정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교과

서에는 별도로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이 제시되지 않았

다. 삼각형의 높이는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

형에 따라 밑변을 먼저 정하고 밑변과 마주보는 꼭짓

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를 측정한다.

교사들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다른 삼각형에 비하여 둔

각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은 둔각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

을 밑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삼각형에서 밑변이 되

는 변의 선택에 따라 높이도 달라진다. 따라서 삼각형

에서 세 변을 밑변으로 각각 선택하여 높이를 측정하

는 활동은 학생들의 사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사다리꼴

교과서에서 사다리꼴의 높이는 평행사변형의 높이

와 같이 두 밑변 사이의 거리로 서술되었다. 사다리꼴

의 넓이는 배적 변형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으로

구한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같게 된다. 따라서 삼각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다

리꼴의 높이는 선분의 길이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Clements et al.(2005)의 경우도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the length of a line segment that connects two

parallel sides of the trapezoid and is perpendicular to

both of them)’로 서술하였다. 한편 교과서에서 사다리

꼴의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다

리꼴의 높이 측정 활동은 평행사변형의 높이 측정 활

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5. 각기둥

교과서에서 각기둥의 높이는 [그림 7]과 같이 두 밑

면 사이의 거리 또는 두 밑면의 대응하는 꼭짓점을 이

은 모서리의 길이로 서술되었고, 특히 이 모서리를 높

이로 서술되었다. 결국 높이를 모서리의 길이와 모서

리로 일관성 없이 서술하였다. 이전 교과서에서 단지

두 밑면 사이의 거리로 서술한 것에 비하여 교과서는

모서리의 길이와 모서리를 추가하여 오히려 개념이 상

충되었다. 권석일, 박교식(2011)의 지적처럼 ‘두 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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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거리’를 정의 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합동인 두

밑면에 대응하는 꼭짓점을 이은 모서리의 길이’로 서

술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각기

둥의 높이를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제시하

고 모서리의 길이를 추가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Serra(2008)의 경우도 ‘각기둥의 높이를 평행한 두 밑

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the length of any

perpendicular segment from one base to the plane of

the other base)’로 서술하였다.

[그림 7] 각기둥의 높이(교육부, 2015b)

[Fig. 7] Height of a Prism(Ministry of Education, 2015b)

[그림 6] 삼각형의 넓이(Charles et al., 2005)

[Fig. 6] Area of a Triangle(Charles et al., 2005)

교과서에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다

루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그림 7]에서 각기둥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즉, 합동인 두 밑

면에 대응하는 꼭짓점을 이은 모서리의 길이를 재면

된다.

6. 원기둥

교과서에서 원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에 수직인 선

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다. 원기둥의 높이가 각기둥의

높이보다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 쉽게 서술되었다.

각기둥에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림 9] 원기둥의 높이(교육부, 2015c)

[Fig. 9] Height of a Cylinder(Ministry of Education,

2015c)

[그림 10] 원기둥의 높이 측정(교육

부, 2015g)

[Fig. 10]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a Cylinder (Ministry of

Education, 2015g)

교과서에서 원기둥의 부피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에 반하여 중학교 교과서는 원

기둥 속에 내접하는 각기둥으로 설명한다. 사실 [그림

11]과 [그림 12]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각기둥의 부피 관점에서 접근하면 원기중

의 높이와 각기둥의 높이는 같게 된다. Serra(2008)의

경우도 ‘원기둥의 높이를 평행한 두 밑면에 수직선 선

분의 길이(the length of any perpendicular segment

from one base to the plane of the other base)’로 서

술하였다.

[그림 11] 원기둥의 부피(교육부, 2015c)

[Fig. 11] Volume of a Cylinder(Ministry of

Education,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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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원기둥의 부피(황선욱 외, 2014)

[Fig. 12] Volume of a Cylinder(Hwang et al., 2014)

이제 높이 측정 활동을 살펴보자. 교과서는 [그림 9]

가 제시되기 전에 원기둥에서 평행한 두 면 사이의 거

리를 어떻게 잴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지도서의 대답

은 [그림 10]과 같이 자를 이용하여 재는 것이다. 교사

들도 수업에서 자를 이용하여 잰다고 하였으나, 대부

분은 원기둥 모형 교구를 구비하기가 어려워 학습자들

에게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교사들에 의하면 실제로 모형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학

생들이 사용하는 자의 끝 부분이 부터 시작하지 않

아 원기둥을 책상 바닥에 두고 눈금을 맞추기 어려웠

고, 자를 밑면에 수직이 되게 세우는 것도 어려웠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한 방안은 원

기둥을 책상 바닥에 놓인 교과서 위에 밑면을 놓고 자

의 부분을 원기둥의 밑면과 나란하게 두고 길이를

재는 것이다. 다른 방안은 교과서를 책상 바닥에 수직

으로 세워 원기둥을 맞대어 높이만큼 표시를 하고, 자

를 사용하여 표시한 만큼의 길이를 재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원기둥을 눕혀 한 밑면이 책상 바닥의 한

쪽 끝과 나란하게 놓고 다른 밑면이 닿는 곳에 표시된

길이를 재는 것이다. 실제로 원기둥 모형 교구를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 캔 등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높이를

잴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이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하면 된다.

7. 각뿔

교과서에서 각뿔의 높이는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직

인 선분으로, 이전 교과서에서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

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높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중학교 교과서에

서 김원경 외(2014)는 뿔의 높이를 꼭짓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이강섭 외(2014)는

각뿔의 높이를 꼭짓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서술하였다. 특히 각뿔의 부피는 같은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가지는 각기둥의 부피의 이라고 설명되었

다. 따라서 부피의 관점에서 각뿔의 높이는 각기둥의

높이와 같아야 하므로 각뿔의 높이는 꼭짓점에서 밑면

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는 것이 적절하다.

Serra(2008)의 경우도 각뿔의 높이를 ‘꼭짓점에서 밑면

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the length of the

perpendicular segment from its vertex to the plane

of its base)’로 서술하였다.

[그림 13] 각뿔의 높이(교육부, 2015b)

[Fig. 13] Height of a Pyramid(Ministry of Education,

2015b)

[그림 14] 각뿔의 높이(교육과학기술부, 2011)

[Fig. 14] Height of a Pyramid(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1)

이제 높이 측정 활동을 살펴보자. 교과서에는 높이

측정 활동이 제시되지 않고, 별다른 언급 없이 [그림

13]이 제시되었다. 교과서는 [그림 13]을 제시하기 전

에 각뿔의 높이를 어떻게 재면 좋을지 묻고 있다. 지

도서에 제시된 해결 방안은 [그림 13]과 같이 자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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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관점에서

는 측정 방법이 이미 제시되어 학습자의 능동적인 사

고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교사들도 수업에서 이렇게

삼각자와 자를 이용하여 잰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은

각뿔 모형 교구를 구비하기가 어려워 학습자들이 그렇

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각뿔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각

기둥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

만, 각기둥의 경우와 다른 방안은 교과서를 책상 바닥

에 수직으로 세워 밑면과 닿게 두고 삼각자를 이용하

여 [그림 13]과 같이 높이만큼 표시를 하고, 다시 자를

사용하여 길이를 재는 것이다.

8. 원뿔

교과서에서 원뿔의 높이는 원뿔의 꼭짓점에서 밑면

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다.

[그림 15] 원뿔의 높이(교육부, 2015c)

[Fig. 15] Height of a Cone(Ministry of Education, 2015c)

[그림 16] 원뿔의 높이 측정(교육부, 2015c)

[Fig. 16]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a

Cone(Ministry of Education, 2015c)

중학교 교과서에서 대체로 원뿔의 높이를 정의하지

는 않지만, 김원경 외(2014)는 뿔의 높이를 꼭짓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로 서술하였다.

특히 각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뿔의 부피는 같은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가지는 원기둥의 부피의 이

라고 설명되었다. 따라서 부피의 관점에서 원뿔과 원

기둥의 높이는 같아야 하며, 모두 선분의 길이로 적절

하게 서술되었다. Serra(2008)의 경우도 원뿔의 높이를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the length of

the perpendicular segment from the vertex to the

plane of the base)’로 서술하였다.

이제 높이 측정 활동을 살펴보자. 교과서에는 [그림

16]과 같은 활동이 제시되었다. 문제 해결 관점에서 살

펴보면 자와 삼각자로 측정하는 방법이 이미 제시되어

학습자의 능동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원뿔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각

뿔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각뿔의 경우와 다른 방안은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모

선의 길이를 재어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다. 즉,

원뿔의 꼭짓점과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을 생각하

는 것이다. 즉,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중심을 찾아

마주 보는 삼각형의 꼭짓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원

뿔의 높이가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입체 도형의 단면

은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지만 학습자가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고, 한

교사는 실제로 반으로 나누어지는 원뿔 모형 교구를

이용하여 단면을 보여주고 높이를 이해시킨다고 하였

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의 높이 개념

과 측정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평면 도형의 넓

이 관점에서 분석한 높이 개념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로 서술된 높이는 ‘선분의 길이’로 서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과서에서 평행사변형과 사다리

꼴의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로 서술되었다.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등적 변형한 직사각형의 넓이로, 사

다리꼴의 넓이는 배적 변형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구

한다. 이때,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높이, 사다리꼴

과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같게 된다. 따라서 직사각형

의 높이인 세로의 길이를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의 높



백 대 현122

이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삼각형의 높이는 ‘선분’이 아닌 ‘선분의 길이’

로 서술되어야 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삼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배적 변형하면 삼각형과 평

행사변형의 높이가 같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삼각형의 높이가 ‘선분’으로 서술되지 않

았다.

다음으로 입체 도형의 높이 개념에 대한 결론이다.

첫째, 교과서에서 각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원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

로 서술되었다. 각기둥의 높이를 교육과정에 정의되지

않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보다는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피의 관점

에서 각기둥의 높이와 원기둥의 높이는 같기 때문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각기둥의 높이를 합동인 두 밑면에

대응하는 꼭짓점을 이은 모서리의 길이로 서술할 수

있다.

둘째, 각뿔의 높이는 각뿔의 꼭짓점에서 밑면에 수

직인 선분으로, 원뿔의 높이는 원뿔의 꼭짓점에서 밑

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다. 교과서에서

각뿔과 원뿔의 부피는 다루지 않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이라고 설명된 것

을 참고하면, 각뿔과 각기둥의 높이는 같고, 원뿔과 원

기둥의 높이도 같게 된다. 따라서 각뿔의 높이는 원뿔

의 높이와 같이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는 것이 적절하

다. 한편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각뿔대와 원뿔대

의 높이는 대부분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서

술되었다.

다음으로 도형의 높이 측정 활동에 관한 결론이다.

평면 도형에서는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

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자가 높이를 측정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평행한 두 밑변에 수직인 선분

을 그어 길이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사

다리꼴의 높이 측정은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삼각형의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습자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쉬운 밑변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입체 도형의 경우 교과서에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

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원기둥과 각뿔의 높이를 어떻게 잴 것인지에 대한 질

문만 제시되었다. 지도서에 원기둥의 옆면에 자를 대

어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학습자가 그

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각뿔과 원뿔

의 경우는 삼각자와 자를 이용하여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문제 해결 관점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제시된 측정 방법이 학습

자에게 어려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히 각기둥의 경우 추가적으로 모서리의 길이를 높이로

제시하여, 그곳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뿔의 경우 꼭짓점과 밑면의 지름을

지나는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원뿔의 높이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형의 높이 개념의 서술과 측정 활동

에 대하여 논의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형의 높이는 일관성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용어의 이중적인 의미는 학생과 교사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권석일, 박교식, 2011). 교과서에서

다루는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각기둥, 각뿔의

높이는 ‘선분’ 또는 ‘거리’로 서술되었지만 원기둥과 원

뿔의 높이는 ‘선분의 길이’로 서술되었다. 학습자에게

‘거리’보다 ‘선분의 길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거리’는 결국 ‘선분’을 그어 길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형의 높이는 ‘선분의 길이’로 제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도형의 높이를 측정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

시하고, 문제 해결 관점에서 학습자의 사고력을 이끌

어내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평행사변형, 각

뿔, 원뿔의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은 학습자에게 적절

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안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과서에서 각기둥의 부피는 다루지 않고, 원

기둥과 직육면체의 부피는 다루지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기둥의 부피를 먼저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각기둥의 부피를 삼

각기둥의 부피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을 학습한 후 원

기둥 속에 들어가는 각기둥의 밑면의 변의 개수를 늘

려 나감으로써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다. 따라서 사각

기둥인 직육면체의 부피만 다루지 말고, 각기둥의 부

피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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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Concept and Measuring Activities of the Height of Figure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2)

Paek, Dae Hyu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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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and measuring activities of the height of figures are essential to find the areas or volumes 
of the corresponding figures. For plane figures, the height of a triangle is defined to be the line segment 
from a vertex that is perpendicular to the opposite side of the triangle, whereas the height of a 
parallelogram(trapezoid) is defined to be the distance between two parallel sides. For the solid figures, the 
height of a prism is defined to be the distance of two parallel bases, whereas the height of a pyramid is 
defined to be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apex to the base. In addition, the height of a cone is 
defined to be the length of the line segment from the apex that is perpendicular to the base and the height 
of a cylinder is defined to be the length of the line segment that is perpendicular to two parallel bases. In 
this study, we discuss some pedagogical problems on the concepts and measuring activities of the height of 
figures to provide alternative activities and suggest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from a teaching and 
learning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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