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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각의 개념과 도입 방법 분석*

김 상 미 (춘천교육대학교)

각은 회전량이라는 양적 측면, 기하적 도형이라는 질적

측면, 평면 또는 선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적 측면 등의 다

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는 교수요목기에서 현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 분석을 통

하여 초등수학에서 각의 개념 및 지도 방법을 재검토하였

다. 각의 개념을 보는 관점과 학습 계열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로, 수학교과서에서 제시

하고 있는 각의 정의와 표현 방법, 각의 구성요소를 통하

여 수학교과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각의 개념을 분석하였

다. 둘째로, 각과 관련된 개념들의 계열을 분석하고, 각의

개념을 도입하는 차시의 과제 및 활동을 통하여 각의 여

러 측면들이 어떻게 계열화되고 있는지 교과서 흐름을 따

라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수학교과서의

변화에서도 각을 도입하는 방식은 주로 기하적인 도형이

나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에 집중하였고 회전량으로서의

측면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수학교실에서 각 개념이 갖는

기하적 도형의 측면, 회전량의 측면, 점이나 선과 면의 관

계적 측면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폭넓은 각 개념을 형

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I. 서론

각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대하여 철학자들에게

오랜 논쟁 거리였다. 각은 양의 일종이라도 하고, 질의

일종이라고도 하고, 관계의 일종라고도 말하였다

(Euclid & Heath, 1998, pp. 42-44). 이와 같은 각의 다

면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각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각을 접근하는가에 따

라 각의 도입 방법이나 전개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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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과서

최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각의 도입

과 관련하여 ‘반직선’ 용어의 도입이 쟁점으로 부각되

었다. 각을 정의할 때 선분이나 직선으로 정의하는 것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수학에서 이전에 있었던

‘반직선’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4차 교육과

정 시기까지 3학년에서 선분, 직선과 함께 ‘반직선’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각을 도입할 때 두 반직선의 구

성으로 도입하였다. 5차부터 ‘반직선’이 삭제되었고 각

을 해설하는 방식도 변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9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직선’이라는 개념이 다시 도

입되었고, 각을 도입할 때 두 반직선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것으로서(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p. 34) 해설

한다. ‘반직선’의 도입은 ‘각’을 정확하게 정의하려면 필

요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을

바라보는 측면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각의 개념 형성

이라는 관점에서 수학교과서의 변화 과정을 재검토 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초등수학교육에서 각을 어떤 것으로 바

라보고 어떻게 도입하여 지도해 왔는가를 통하여 초등

수학에서 각의 개념 및 지도를 재검토하였다. ‘교수요

목기’에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시기별로 발간된 수학교과

서를 활용하였고, 각의 도입 차시에서 나타난 각의 개

념과 도입 및 지도 방법을 분석하였다. 오랜 쟁점이

되어 온 각의 다면적인 성격을 초등수학교육의 입장에

서 밝히고, 폭넓은 각의 개념을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각의 개념과 교수학습

1. 각의 개념

초등학교 수학에서 각은 두 반직선으로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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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각을 주로 다룬다. 초기 그리이스 시대의 각 개념

은 입체와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때의 각은

평면뿐만 아니라 곡면에서의 각, 즉 곡선 사이의 각

또는 직선과 곡선 사이의 각도 다루었다(이종희, 2001,

p. 27).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서 각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두 항에 걸쳐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8) 평면에 있는 두 선이 서로 만나고, 그들이 한 직

선에 놓여 있지 않을 때, 그들이 서로 기운 정도를 각

이라 부른다. (9) 각을 만드는 선이 둘 다 직선일 때,

직선각이라고 부른다.(Euclid & Heath, 1998, p. 40)’

당시에는 곡선으로 된 각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기 때

문에, 유클리드가 각을 기운 정도로 정의하는 것은 새

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

학>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의 각이란 선의 굴

절이나 꺾인 정도를 말하는 것이었고, 한 개의 선이

굽어서 각을 만든다고 보았다.

Euclid & Heath(1998)은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

스의 범주론에서 어떤 범주에 각을 놓으려고 하였는가

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는 각을 ‘양’의 범주

에 넣은 사람들은 각은 선으로 나눌 수 있고, 입체각

은 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서 논쟁하였다. 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것은 면이고, 면에 의해서 나누어

지는 것은 입체이므로, 각은 면 또는 입체이고 따라서

양이라고 말한다. 둘째로, 각은 ‘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에 존재하는 형

태, 생김새, 곧음, 굽음 등과 같은 것은 질에 대한 것으

로서, 사물의 어떤 형태란 그 사물의 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삼각형과 사각형은 더 많거나 더 적은 양적

인 문제가 아니며 각은 일종의 도형이라고 말한다. 셋

째로, 각을 기운 정로로 말하는 것은 ‘관계’의 범주에

넣고 있다. 각을 두 선 사이에 놓이는 평면 사이의 관

계를 말한다는 것이다. 각은 이러한 세 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각은 같다, 다르다, 등분한다 등

의 양적 측면이 있고, 어떤 형을 가지는 질적 측면이

있으며, 그 각을 만드는 선과 그 각이 놓이는 평면 사

이의 관계적 측면을 갖기도 한다.

Schotten(1893)은 각의 정의를 세 가지로 요약하였

는데, 첫째로, 두 직선 사이의 방향의 차, 둘째로, 평면

상에서 한 변을 원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

는 회전 양, 셋째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사이에

포함되는 평면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Shreves, 1969,

p. 362). 또한 이종희(2001)는 각의 정의를 정적 접근과

동적 접근으로 요약하면서, 두 반직선에 의해 만들어

진 점의 집합이나 두 반평면으로 정의하는 정적 접근

과 반직선의 회전량으로 정의하는 동적 접근으로 정리

하였다.

각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각은 다면적인 성격의 것

으로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양적 측면, 질적 측면,

관계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도형이라는 정적인 성격

과 회전량이라는 동적인 면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내용에 나타난 여러 측면들과 관련하여,

각을 회전량이라는 양적 측면, 하나의 형이라는 점에

서 질적 측면, 평면 또는 선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적

성질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2. 각 개념의 교수학습

Freudenthal(1973)은 초등기하, 삼각법, 해석기하, 공

간기하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표 1]과 같이 각 개념을

분석하였다. 각 관점에 따라서 절대각, 회전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각도의 측정은 반원 각도기, 원 각도

기, 주행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개념의 형성

은 측정과 함께 도입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하의 종류 각 개념 각도의 범위

초등기하
비유향 평면에 있는

반직선의 비순서쌍
0도와 180도 사이

삼각법
유향 평면에 있는

반직선의 순서쌍
mod 2π

해석기하
유향 평면에 있는

직선의 순서쌍
mod 2π

공간기하
비유향 공간에 있는

직선의 비순서쌍
0도와 180도 사이

[표 1] 각 개념(Freudenthal, 1983, 이종희, 2001, p. 32

에서 재인용)

[Table 1] Angle concepts

Henderson & Taimina(2005)는 각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기하적 모양(geometric shape)로서의 각, 이

동(dynamic motion)으로서의 각, 측정(measure)으로서

의 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 연구 Henderson

& Taimina(2006)는 각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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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말하고, 평면기하 저서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의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각각은 각의 다

른 측면이나 의미를 표현하고, 이러한 측면은 어떤 정

리에 대하여 다른 증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Mitchelmore(1998)은 학생들의 각 개념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각의 크기를 각의 변이나 각을 표시하는 호

의 반지름과 관련짓거나 각의 한 변이 수평이고 반시

계 방향이라고 고정적으로 연결짓고 각과 각도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후속 연구(Mitchelmore &

White, 2000)를 통하여 각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며, 학교 수학에서 회전의 경험을 통하여

각을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Keiser(2004)는

CMP(Connected Mathematics Project) 수업을 진행한

6학년 두 교실을 관찰하면서 각 개념 구성을 분석하였

다. 다음 세 가지 주제 즉, ‘첫째는 각의 크기를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가? 둘째로, 각은 곡선을

포함할 수 있는가? 셋째로, 각도가 0°, 180°, 360°인 각

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가?(Keiser, 2004, p.

288)’를 분석하였다. 각의 측정에서 학생들은 각의 변

을 길수록 더 큰 각이라고 생각하고, 각의 변이 길어

지고 두 변의 사이 공간 커져 보일지라도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밝혔다. 일부 학

생들은 곡선에서 각을 생각하기도 하고, 각도가 0°,

180°, 360°인 각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들의 각 개념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학생들이 각의 크기를 각의 변의 길이와 관

련짓거나 각을 회전량과 관련짓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각의 다면적인 측면을 다루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

는 데 있어서 각 개념 형성에서 측정의 경험을 하도록

하고 각의 회전량으로서의 측면을 다루도록 조언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각 개념의 다면적 측면을 어떻게 도입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수학과 교육과정 시기별 수학교

과서를 분석하였다. 교수요목기의 수학교과서 ‘셈본’을

비롯하여 1차～7차 수학과 교육과정 시기의 수학교과

서,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는 초등학교 6개 학년의 수학교과서를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각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학년-학기-단원

을 조사하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각과 관련된 개념들의 순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학교

과서에서 각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단원을 조사하여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표 2]는 분

석 대상으로 설정된 교과서 단원과 해당 쪽수를 나타

낸다.

수학과

교육과정
학년-학기-단원명 해당 쪽

교수요목기
셈본 3-1-1. 새학년

셈본 3-1-1. 공원

8

28-31

1차*
산수 3-1-1. 새학년

산수 4-1-1. 새학년

11-12

20

2차 산수 3-2-3. 점과 선 39-64

3차
산수 3-1-3. 점과 선

산수 3-2-3. 다각형과 원

43-57

38-58

4차
산수 2-1-5. 평면도형

산수 3-1-6. 선과 각

51-59

90-105

5차
산수 2-1-4. 도형

산수 3-1-6. 평면도형

34-43

82-95

6차
수학 2-1-3. 도형

수학 3-1-4. 평면도형

24-33

48-61

7차
수학 2-가-3. 도형과도형움직이기

수학 3-가-3. 평면도형

35-42

35-46

2007 개정
수학 2-1-3. 여러 가지 모양

수학 3-1-3. 평면도형

31-50

33-46

2009 개정 수학 3-1-2. 평면도형 55-69

2015 개정 수학 3-1-2. 평면도형 28-49

[표 2] 자료 수집

[Table 2] Collecting data

* 표 내부의 ‘1차’는 ‘1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

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후의 논의에서도 각 시기별 교육

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를 간단히 1차, 2차, …… 등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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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수학과 교육과정 변화 과정에서 각을 도

입하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각의 개념을 보는 관점과

학습 계열의 구성이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분석 틀

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수학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의 정의와 표현 방법, 각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수학

교과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각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각과 관련된 개념들의 계열을 분석하

고, 각의 개념을 도입하는 차시의 과제 및 활동을 통

하여 지도 방법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시기별 변화 과

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 각의 정의와 표현에 대한 분석 방법

수학과 교육과정 시기별 수학교과서에서 각을 정의

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 구성 요소를 다루는 방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로, 각 개념과 관련하여 각

을 도입할 때, 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와

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과정 시기별 흐

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로, 각을 정의할 때

각의 구성 요소 즉, 각의 꼭짓점과 각의 변을 설정하

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최근 ‘반직선’의 도입과 관

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각의 변을 무엇으로 해설하는지

분석하였다.

나. 각의 도입과 지도 순서에 대한 분석 방법

수학 교과서에서 각과 관련된 개념들의 순서를 어

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밝히고 각을 도입 및 지도하는

차시를 중심으로 지도 과제 및 활동을 중심으로 그 계

열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각의 도입과 전개에서 언급

되는 개념으로서 각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분, 직선, 반

직선, 직각, 삼각형, 사각형 등을 어떤 순서로 구성하고

있는지 각 교육과정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로, 각을 도입하는 차시에서 설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 계열을 조사하였다. 각의 개념을 양의 측면(각의

회전량), 질적 측면(기하적 도형), 관계적 측면(각의 구

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다루

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수학교과서의 각 개념 분석 결과

가. 각의 정의와 시각적 표현 분석 결과

다음 [표 3]은 수학과 교육과정 시기별로 각을 도입

하는 해설과 그에 딸린 시각적 표현들이다.

교수요목기와 1차에서는 각을 기하적인 형으로서

‘모’라고 도입하였다. 2차에서는 모난 모양과 점에서

가지는 두 선이 이루는 모양이라는 두 가지 정의가 나

타난다. 3차와 4차, 6차 이후 2015 개정까지는 한 점

(또는 끝점)에서 두 사선(또는 반직선, 직선)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5차는 두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각을 정의한

다. 그 당시 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전까지 지도

되었던 선분, 반직선, 직선 중에서 반직선이라는 용어

를 삭제하였고, 각을 도입할 때 삭제된 반직선을 대체

하여 ‘선분’으로 각을 정의한다. 6차 이후에는 각의 변

을 ‘선분’에서 ‘직선’으로 설정하였으며, 2007 개정까지

각의 변은 직선으로 해설되어왔다.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 각의 변으로서 ‘직선’이 각 개념을 정확하게 표

현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직선’을 도입하

였고 각의 변을 ‘반직선’으로 해설하고 있다. 각을 정

의하는 면에서 요약한다면, ‘모난 모양’이라는 기하적

도형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한 점에서 그은 두 선이라

는 관계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각적인 표현은 1차는 각을 ‘모’라고 하면서 삼각형

과 사각형에서 각의 부분을 표시하여 나타냈다. 2차∼

4차는 각의 변이 반직선이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표현

하고자 화살표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5차 이후

2007 개정까지는 반직선의 개념을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지 않았고 화살표 표시도 삭제하였다. 2009 개정

부터 반직선의 개념이 다시 도입되었고, 시각적인 표

현에서 화살표는 삭제하지만 각의 변 위의 한 점을 지

나 계속 나아가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였다.

나. 각의 구성요소 분석 결과

다음 [표 4]는 각, 각의 꼭지점, 각의 변을 무엇으로

정의하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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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육과정

각의 정의 각에 대한 시각적 표현

교수요목기

(각의 용어 별도로 다루지 않음, 각에 대한 언급은 시계단원에서
직각 만들기에서 나타남)(셈본3-1, p.8)

1차
‘모’를 각이라고 합니다.(산수4-1, p.20)

2차

다각형에서 꼭지점 있는 곳의 모난 모양을 ‘각’이라고 합니다. 이
러한 각은 1점을 한쪽 끝점으로 가지는 두 선이 이루는 모양입니
다.(산수3-2, p.51)

3차
끝점이 같은 두 사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을 ‘각’이라고 합니다.
이 때, 끝점 ㄱ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산수3-2, p.49)

4차

위와 같이, 끝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각이라
고 합니다. 이 때 끝점 ㄱ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직선 ㄱㄴ과 반직선 ㄱㄷ으로 이루어지는 각을 각
ㄴㄱㄷ 또는 각 ㄷㄱㄴ이라고 합니다.(산수3-1, p.99)

5차

위의 가, 나, 다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으로 이루어지
는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각을 이루어있는 두 선분 ㄱㄴ, ㄱㄷ을 각의 변이라고 하며, 두
선분이 만난 점 ㄱ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의 각
을 이 각을 각 ㄴㄱㄷ 또는 각 ㄷㄱㄴ이라고 합니다.(산수3-1,
p.83)

6차

가, 나 도형과 같이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점 ㄴ을 각의 꼭지점이라 하고, 두 직선 ㄴㄱ,
ㄴㄷ을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 때, 각을 각 ㄱㄴㄷ 또는 각 ㄷ
ㄴㄱ이라고 읽습니다.(수학3-1, p.49)

7차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점 ㄴ을 각의 꼭지점이라 하고, 두 직선 ㄱㄴ, ㄴㄷ을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각을 각 ㄱㄴㄷ이라고 합니다.(수학
3-가, p.37)

2007 개정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각에서 점 ㄴ을 꼭짓점이라고 하고, 직선 ㄱㄴ과 직선 ㄴ
ㄷ을 변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각을 각 ㄱㄴㄷ 또는 각 ㄷㄴㄱ이라
고 합니다.(수학3-1, p.35)

2009 개정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각에서 점 ㄴ을 꼭짓점이라 하고, 반직선 ㄴㄱ과 반직선
ㄴㄷ을 변이라고 합니다. 이 각을 각 ㄱㄴㄷ 또는 각 ㄷㄴㄱ이라
고 합니다.(수학3-1, p.61)

2015 개정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각을 각 ㄱㄴㄷ 또는 각 ㄷㄴㄱ이라 하고, 이 때 점 ㄴ을
각의 꼭짓점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ㄴㄱ과 반직선 ㄴㄷ을 각의 변
이라 하고, 이 변을 변 ㄴㄱ과 변 ㄴㄷ이라고 합니다.(수학3-1,
p.34)

[표 3] 각의 정의와 시각적 표현

[Table 3] Definitions and representations of a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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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2차부터 본격적인 도형으로 다루어졌다. 각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꼭지점’과 ‘변’을 표시하였다. 3차와

4차는 각을 도입하는 차시에서 ‘각의 꼭지점’은 해설하

였지만, ‘각의 변’이라는 해설은 나타나지 않는다. ‘각의

변’이라는 용어는 5차부터 각의 해설에 추가되었다. 5

차 개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두 개의 선분을 변, 두

선분이 만난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한다(문교부,

1989d, p.131)’고 하였고, 5차에 따른 <산수 2-1>에서

삼각형의 변을 ‘선분’으로 다루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

로 각의 변을 ‘선분’으로 도입하고 있다.

각의 변이라는 명명은 5차부터였지만, 각의 변이라

는 요소를 3차에서는 ‘사선’, 4차에서는 ‘반직선’, 5차에

서는 ‘선분’, 6차부터 2007 개정 까지는 ‘직선’, 2009 개

정부터는 ‘반직선’으로 해설하고 있다. 3차의 ‘사선

(ray)’은 한 점에서 한 방향으로 한없이 곧게 뻗어가는

선으로 시작되는 끝점이 있고 다른 끝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차의 ‘반직선(half-line)’은 3차의

사선과 같은 의미로 끝점을 포함하는 폐반직선을 말한

다. 4차에서 선분, 직선, 반직선으로 용어가 정리되었

고, 각의 변에서도 ‘반직선’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5

차는 반직선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각의 변을 ‘선

분’으로 해설하였다. 6차에서는 각의 변은 ‘직선’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2009 개정부터 ‘반직선’이라는 용어

로 해설하고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

각 각의
꼭지점

각의
변

교수요목기 - - -

1차 모 - -

2차 모난 모양 끝점 선

3차 끝점이 같은 두 사선 ↓ 사선

4차 끝점이 같은 두 반직선 ↓ 반직선

5차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만난 점선분

6차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 한 점 직선

7차 ↓ ↓ ↓

2007 개정 ↓ ↓ ↓

2009 개정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 ↓ 반직선

2015 개정 ↓ ↓ ↓

[표 4] 각의 꼭지점과 각의 변

[Table 4] A vertex and sides in an angle

수학과
교육과정

각과 관련된 개념들의 등장
(학년-학기-단원)

교수
요목기

셈본3-1-1
직각

셈본3-1-3
삼각형
변

본3-1-3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1차

3-1-1
(시계에서)
직각

4-1-1
삼각형
사각형, 변
각

4-1-4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4-1-4
직사각형
정사각형

2차

3-2-3
곧은선, 선분
직선
폐곡선,개곡선

3-2-3
다각형
변, 꼭지점
교차

3-2-3
각
사선

3-2-3
직각
직각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3차

3-1-3
점
곧은선, 선분
끝점
합동인선분

3-1-3
직선
사선

3-1-3
각
합동인각
직각

4차

2-1-5
선분
삼각형
꼭지점, 변
사각형

2-1-5
직사각형

3-1-6
점
선분
직선
반직선

3-1-6
각
각의꼭지점
합동인각
직각

5차

2-1-4
곧은선
선분
직선

2-1-4
삼각형
삼각형의 꼭
지점
삼각형의변
사각형

3-1-3
각
각의변
각의꼭지점

3-1-6
각의크기
직각

6차

2-1-4
곧은선
굽은선
선분
직선

2-1-4
삼각형
삼각형의변
삼각형의 꼭
지점
사각형

3-1-3
각
각의꼭지점
각의변

3-1-6
각의크기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7차

2-1-3
곧은선
굽은선
선분, 직선

2-1-3
사각형
삼각형

3-1-3
각
각의꼭지점
각의변

3-1-3
각의크기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2007개정

2-1-3
선의모양
선분
직선

2-1-3
사각형
삼각형

3-1-3
각
각의꼭짓점
각의변

3-1-3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2009개정

3-1-2
곧은선
굽은선
꺾인선
선분

3-1-2
반직선
직선

3-1-2
각
각의꼭짓점
각의변

3-1-2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2015개정

3-1-2
곧은선
굽은선
꺾인선
선분

3-1-2
반직선
직선

3-1-2
각
각의꼭짓점
각의변

3-1-2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표 5] 각과 관련된 개념 도입

[Table 5] Introduction of concepts related to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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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꼭지점을 명명한 것은 1차부터 볼 수 있고, 1

차에서는 각의 내부와 각의 외부를 해설하였다. 2차∼

4차까지는 ‘끝점’, 5차는 ‘만난 점’, 6차 이후는 ‘한 점’

이라고 말하면서 각의 꼭지점을 도입하였다. 말하자면,

끝점에서 뻗어가는 것으로 도입하다가, 두 선분이 만

나는 점으로, 한 점에서 직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것

으로 꼭지점과 관련한 해설이 변화하고 있다.

‘각의 꼭지점’와 ‘각의 변’의 서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면, 변과 꼭지점이 모두 나타난 것은 5차부터이다. 5차

에서 각을 도입할 때 ‘변’을 먼저 서술하고 ‘꼭지점’을

이어서 서술한다. 이는 삼각형에서 ‘선분’으로 된 변과

꼭지점을 해설하듯이 각에서도 ‘선분’으로 된 변과 꼭

지점의 순으로 해설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6차 이후에는 각을 도입할 때 ‘꼭지점’을 먼저 서술하

고 ‘변’을 서술하는 것으로 순서가 변경된다. 이는 한

점에서 직선이 교차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과 관련된

다고 볼 수 있다. 순서의 변경과 함께 둘의 관계를 밝

히는 것도 차이점이 나타났다. 5차까지의 각 도입은

‘변’을 해설하고 두 변이 만난 점을 ‘꼭지점’이라고 해

설하고 한다. 6차부터 현재 2015 개정은 각의 구성요

소를 ‘꼭짓점*(꼭지점)’과 ‘변’으로 나열하고 둘 간의

관계를 서술하지는 않는다.

2. 각 개념의 도입 방식 분석 결과

가. 각과 관련한 개념의 도입 순서

교수요목기에는 각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도입하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고, 직각이라는 용어에서 시작하였

다. 각이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되는 학년과 학기를 살

펴보면, 1차는 4학년 1학기였고, 2차는 3학년 2학기, 3

차부터 현재 2015 개정까지는 3학년 1학기에 배당되어

있었다. [표 5]는 각과 관련한 개념이 수학과 교과서에

서 도입되는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각 개념 도입의 이전과 이후 관련된 개념들을 도입

하는 순서를 통하여 각 개념이 설정된 위치를 밝혀볼

수 있다. 다음 [표 6]은 각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에 어

떤 관련 개념들이 배열되어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1차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구성으로서 각을 도입하

* 2007 개정 이후 한글 맞춤법에 따라 ‘꼭지점’은 ‘꼭짓점’으

로 변경되어 표기되었다.

여 다루었으며, 각을 하나의 도형으로서 다룬 것은 2

차부터이다. 2차에서 선분과 직선, 다각형에 이어서 각

을 도입하였다. 2차, 4차∼7차, 2007 개정에서는 선분

과 직선, 삼각형과 사각형의 꼭지점과 변을 도입하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구성과 관련하여 각을 도입한다.

반면에 3차, 2009 개정, 2015 개정에서는 선분, 직선,

반직선(또는 사선)에 이어서 각을 도입하고 이어서 직

각과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수학과
교육과정

이전
각
도입

이후

교수요목기직각 -
삼각형, 변,
사각형, 정사각형

1차
직각
삼각형, 변과 (각)
사각형, 변과 (각)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2차

곧은선
선분, 직선
폐곡선, 개곡선
다각형, 변, 꼭지점

각
사선

직각
직각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3차
곧은 선, 선분
합동인 선분
직선, 사선

각
합동인 각
직각

4차
삼각형, 꼭지점, 변
사각형, 직사각형
선분, 직선, 반직선

각
합동인 각
직각

5차
6차
7차

2007개정

곧은선,
선분, 직선
삼각형, 꼭지점, 변
사각형, 꼭지점, 변

각

각의 크기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2009개정
2015개정

곧은선, 굽은선
선분
반직선, 직선

각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표 6] 각 개념 도입 전후의 관련 개념들

[Table 6] Sequences of related concept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angle concept

간단히 요약한다면, 삼각형과 사각형을 다루고 그

구성 요소에서 각을 도입하는 것과 선분, 반직선(직선)

또는 직선에서 각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개념을 도입할 때 관련되는 개념들의 순서 측면에서

본다면, 2차, 4차∼7차, 2007 개정에서 다각형에서 그

부분으로 각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과 2009 개정, 2015

개정에서 점과 반직선의 구성으로 각 개념을 도입하는

두 가지 입장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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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육과정

각의 도입 차시의 과제 및 활동 양적
측면

질적
측면

관계적
측면

교수요목기(각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직각으로 도입됨)
∘종이를 접어서 직각을 만들기 (셈본3-1, p.8)

1차
∘삼각형과 사각형을 그리기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각을 정의하기( 모를 ‘각’이라고 한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변의 개수 비교하기
∘각의 개수 비교하기 (산수4-1, p.20)

(1)다각형
에서 모난
모양

2차
∘다각형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알아보기(삼각형에는 3개의 변
과 3개의 꼭지점, 사각형에는 4개의 변과 4개의 꼭지점이 있다.)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각을 정의하기(꼭지점이 있는 곳의 모
난 모양을 ‘각’이라고 한다.) (산수3-2, pp.51-52)

(1)다각형
에서 모난
모양

3차

∘주어진 세 점에서 사선 그리기
∘그린 사선에서 각을 정의하기
∘본을 떠서 두 각을 포개보기
∘‘합동인 각’ 정의하기
∘두 사선과 각의 꼭지점 말하기
∘합동인 각을 찾기
∘각의 이름 말하기와 주어진 각 찾기 (산수3-1, pp.49-52)

(3)각을 포
개보기

(2)각의 본
뜨기
(5) 합동인
각 찾기

(1)두 사선
에서 도입
(4)각의 구
성요소 말
하기

4차

∘주어진 세 점에서 반직선 두 개 그리기
∘그린 반직선에서 각을 정의하기
∘각의 꼭지점 정의하기
∘각을 읽기
∘주어진 각에서 반직선, 꼭지점, 각의 이름 말하기
∘주어진 그림에서 각을 찾기
∘주어진 점을 이용하여 각을 그리기 (산수3-1, pp.99-100)

(3)그림에
서 각 찾
기

(1)반직선
에서 도입
(2)각의 구
성요소
(4)점을 이
용하여 각
그리기

5차

∘건물의 지붕 그림에서 각 가, 나, 다를 본뜨기
∘본을 뜬 그림에서 선분 찾기
∘각 가, 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것 찾기
∘삼각자, 표지판, 책 그림에서 각을 표시하고, 각을 정의하기
∘각의 변과 각의 꼭지점 정의하기
∘주어진 그림에서 각 읽기 (산수3-1, pp.82-83)

(3)벌어진
정도로 크
기 비교하
기

(1)각을 본
뜨기
(4) 그림에
서 각을
표시하기

(2)각의 구
성 요소 찾
기

6차

∘건물의 지붕 그림에서 각 가, 나, 다를 본뜨기
∘본을 뜬 그림에서 가장 뾰족한 것 찾기
∘삼각자를 대고 모난 곳을 그리기
∘주어진 그림에서 각, 각의 꼭지점, 각의 변 정의하기
∘주어진 각에서 각을 읽고, 꼭지점, 변을 말하기
∘각의 본을 써서 겹쳐보기
∘본을 떠서 각의 크기 비교하기 (수학3-1, pp.48-50)

(5)각의 본
을 겹쳐서
크기 비교
하기

(1)그림에
서 각을
본 뜨기
(2)뾰족한
것 찾기
(3)삼각자
각 그리기

(4)각의 구
성 요소 말
하기

7차

∘(교실 물건 중에서) 모난 부분 찾아서 본을 뜨기
∘종이를 접어서 뽀족한 부분 만들고 본을 뜨기
∘주어진 세 점을 연결하여 각을 그리기
∘그림에서 각, 각의 꼭지점, 각의 변 정의하기
∘주어진 도형에서 각을 읽고, 각의 꼭지점, 각의 변을 말하기
(수학3-1, pp.36-37)

(1)구체물
에서 본
뜨기
(2)종이 접
어서 본뜨
기

(3)점을 연
결하여 각
그리기
(4)각의 구
성 요소 말
하기

2007 개정

∘(한옥 지붕 그림에서)모난 부분 찾고 이름 붙이기
∘(칠교, 액자, 가위, 표지판 등 물건 그림에서) 모난 부분 찾기
∘삼각형의 모난 부분 찾아서 그리기
∘각, 꼭짓점, 변을 정의하고, 각을 읽는 방법 해설
∘각을 그리고, ‘각’을 넣어서 문장 만들기 (수학3-1, pp.34-35)

(1)그림에
서 모난
부분 찾기
(2)삼각자
각 그리기

(3)각의 구
성 요소 말
하기
(4)문장 만
들기

2009 개정

∘(등대가 빛을 비추는 모습에서) 도형을 찾기
∘(가위, 부채, 고깔 그림에서 점선을 따라) 그려보기
∘각, 꼭짓점, 변을 정의하고, 각을 읽는 방법 해설
∘주어진 세 점을 이용하여 각을 그리기
∘(그네, 건물, 건축물 사진에서) 각을 찾아 표시하기
(수학3-1, 60-61pp)

(1)각을 찾
고, 본을
뜨기
(3)사진에
서 각 표
시하기

(2)세 점을
이 용 하 여
각 그리기

2015 개정

∘(시계, 삼각자, 접자에 표시된 점선을) 따라 그리기
∘주어진 그림에서 각, 꼭짓점, 변을 정의하기
∘(접자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각을 만들고 본을 떠보기
∘주어진 세 점을 이용하여 각을 그리고, 각의 꼭짓점, 각의 변을
써 보기
(수학3-1, pp.34-35)

(2)두 자를
벌려서 여
러 가지
각을 만들
기

(1)각을 따
라 그리기

(3)세 점을
이 용 하 여
각 그리기
(4)각의 구
성 요소 말
하기

[표 7] 각 개념 도입 차시의 과제 및 활동 분석

[Table 3] Analysis of tasks or activities in the introduction of angl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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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개념 도입 차시의 지도 방법 분석 결과

각을 도입하는 차시에서 과제나 활동을 구성하는

방식을 따라 강조되는 각 개념의 측면을 분석하였다.

각의 개념은 다면적인 성격이 있으며, 초등수학 내용

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 즉, 각의 크기나 상등을 다

룬다는 점에서 양의 측면, 어떤 형태가 있다는 점에서

질의 측면, 각을 만드는 선과 그 각이 놓여 있는 평면

사이의 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표 7]은 각을 도

입하는 차시에서 과제 및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각을 도입하는 과제 및 활동들을 살펴보면, 기하적

도형과 구성요소의 관계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각이 어떤 형을 말하는지 다루고 각의 구성요소를 살

펴보거나 각을 그려보는 활동을 주로 하였고, 각이 갖

는 도형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각에 대한 양적 측면은

3차, 5차, 6차, 2015 개정에서만 나타났는데, 각의 벌어

진 정도나 포개어서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이었다.

도입하는 첫 과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1차, 2차, 5차

∼7차, 2007개정∼2009개정 등의 대부분은 각을 도입

하는 차시의 첫 과제 또는 활동은 모난 곳을 찾기, 각

의 본뜨기, 그림이나 구체물에서 각을 찾기 등 기하적

도형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3

차와 4차는 두 사선(또는 반직선)이라는 각의 구성으

로 시작한다.

과제의 순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 3차와 4차는 각의 구성 살펴보는

관계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각을 본뜨고 찾는

기하적 도형에 초점을 두는 순으로 배열되었고 3차에

서는 추가적으로 각을 포개어 보는 활동이 나타났다.

둘째로, 5차, 6차는 각을 본뜨는 기하적 도형의 측면에

서 각의 구성을 찾는 관계적 측면으로 그리고 양을 비

교하는 양적 측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7차,

2007개정, 2009 개정에서는 각을 본뜨고 각을 찾는 도

형이라는 질적 측면에서 그 구성요소들의 관계적 측면

을 다루었다. 넷째로, 2015 개정은 각을 따라 그리는

도형의 질적 측면에서 두 자를 벌리면서 회전량을 경

험하는 양적 측면이 도입되었고 각의 구성요소를 말하

는 관계적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초등수학에서 각의 개념 및 지도를 재검

토하고자 교수요목기의 수학교과서 ‘셈본’을 비롯하여

1차～7차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수학(산수)교과서,

2007 개정, 2009 개정, 현재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 따르는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각

의 개념을 보는 관점과 학습 계열의 구성이라는 두 가

지 방향을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수학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의 정의와 표현 방법, 각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수학교

과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각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둘째로, 각과 관련된 개념들의 계열을 분석하고,

각의 개념을 도입하는 차시의 과제 및 활동을 통하여

지도 방법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로, 각을 정의하는 방식에서는 ‘모난 모양’이라

는 기하적 도형의 접근에서 한 점에서 그은 두 선이라

는 관계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교수요목기와 1

차에서는 각을 ‘모’라고 도입하였고, 2차에서는 모난

모양이라는 것과 점에서 가지는 두 선이 이루는 모양

이라는 두 가지 정의가 혼재한다. 3차부터 현재 2015

개정까지는 한 점에서 두 반직선(또는 사선, 선분, 직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의 시각

적인 표현은 1차는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각의 부분을

표시하였고, 2차∼4차는 각의 변을 반직선임을 표현하

고자 화살표를 사용하였다. 5차이후 2007 개정까지 반

직선의 개념을 삭제되었고, 반직선을 표시하던 각의

변의 화살표도 삭제되었다. 2009 개정에서 반직선의

개념이 다시 도입되면서 각의 시각적인 표현에서 각의

변 위의 한 점을 지나 계속 나아가는 것을 표시하고

있었다.

둘째로, 각과 관련된 개념들의 도입 시기를 각의 도

입 이전과 이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계열을 파악하

였다. 하나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다각형의 꼭지점과

변을 먼저 다루고 이런 다각형의 부분으로 각을 도입

하는 방식(2차, 4차∼7차, 2007 개정)과 한 점과 반직

선의 합성으로 각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3차, 2009 개

정, 2015 개정)의 두 가지 입장을 읽을 수 있다. 각을

도입하는 차시에서 각 개념의 측면을 분석한 결과, 기

하적 도형이라는 질적 측면과 구성요소의 관계적 측면

을 주로 다루었다. 각의 벌어진 정도나 포개어서 크기

를 비교하는 활동 등의 양적 측면은 3차, 5차, 6차,

2015 개정에서만 나타났다. 과제 및 활동으로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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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각의 꼭지점과 변의 구성이라

는 관계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각을 본뜨거나 찾는 기

하적 도형 측면의 순으로 배열(3차, 4차), 각을 본뜨는

기하적 도형의 측면에서 각의 구성을 찾는 관계적 측

면과 크기를 비교하는 양적 측면의 순으로 배열(5차, 6

차), 각을 본뜨고 각을 찾는 도형이라는 질적 측면에서

그 구성요소들의 관계적 측면의 순으로 배열(7차, 2007

개정, 2009 개정), 각을 따라 그리는 기하적 도형의 측

면에서 두 자를 벌리면서 회전량을 경험하고 각의 구

성요소를 말하는 관계적 측면으로 배열(2015 개정) 등

이다. 특히 2015 개정에서는 기하적 도형이라는 질적

측면과 함께 각의 회전량이라는 양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전의 수학교과서가 기하적 도형 개념에만 집

중되었다면, 2015 개정에서는 회전량이라는 양적 측면

을 추가하여 각 개념의 다른 측면도 다루고자 하는 의

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개념과 관련하여 ‘반

직선’을 도입하는 것은 각을 정확하게 하려는 의도만

이 아니라 각 개념을 다면적으로 형성하는 것과도 관

련된다. 이에 대하여 ‘반직선’의 삭제와 추가를 둘러싼

의도를 파악하고자 수학교사용 지도서의 해설을 살펴

본다면, 5차에 따른 <산수 2-1 교사용지도서>와 <산

수 3-1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직선의 화살표나 반직선

의 삭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직선에서 화살표는 끝없이 곧게 늘인 것을 상징으

로 나타낸 것이며, 도형에서만 나타내고 수직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문교부, 1989b, p. 67).’ ‘엄격한 의미

의 각을 정의하려면 반직선을 지도하고, 두 반직선의

합집합으로 정의하고, 각의 내부와 외부 등을 구분하

며, 각의 일부분인 삼각형, 사각형의 각도 별도로 이름

을 붙여야 되겠지만 3학년 어린이에게는 그러한 정의

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관에 의해 이해하는 수준으

로 하향 조정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문교부, 1989d,

p. 131)’

5차는 초등 3학년 학생들에게 반직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파악하고 구체물에서 추상하여 직관에 의하여

각을 정의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본 뜬 그림에서 벌어

진 정도가 다르다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였다.

이에 대하여 ‘반직선’을 재도입한 2009 개정은 반직

선의 시각적 표현을 고민하였고 화살표는 추가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다. 2009 개정에 따른 <수학 3-1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면, 그 근거로는 ‘화살표 자체는 방향성

을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을 강조하는 표식이지 도형이

아니며, 초등학생에게 화살표 자체가 하나의 도형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교육부, 2014b, p.

173)’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의도는 반영되었고, 화살표

를 대신하여 각의 변 위의 한 점에서 더 늘이는 것으

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2009 개정에서 각을 시각적으

로 표현할 때 화살표를 추가하지 않는 것을 밝히면서

이어서 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반직선의

개념에 드러내는 것을 비판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이

러한 각의 정의는 (각을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

로 정의하는 것은) 추상성을 강조하는 수학에서나 의

미가 있을 뿐 실생활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용성도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각의 변은 거

의 모든 경우에 선분을 의미한다. 반직선이나 직선은

현실적으로 작도 불가능하므로 각의 변으로서 반직선

만 고집한다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 …… 초등학

생의 인지발달단계를 감안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분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뒤이어 나오는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등의 도형에서도 선분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교육부, 2014b, p. 173)’라고 해설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해설은 2015 개정이 반직선을 도

입하여 각을 해설하는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각의 변으로서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또는 선분으로 그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동의

할 수 있지만, 각의 변을 반직선으로 정의하려는 시도

가 무의미하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2009

개정에서 반직선을 도입하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의문하게 된다. 반직선의 도입은 각 개념 형성과 관련

지어서 고려된 것이었고, 선과 점은 무정의 용어이며,

흔히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

로 시각화하는 것일 뿐 마음으로 그릴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각을 그릴 때 선분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

다는 것은 그것은 각의 변이 선분이라는 의미가 아니

라 유한의 수준에서 반직선을 시각화하는 것일 뿐이다.

각 개념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이 각의 변

을 유한하게 마치 선분처럼 그리지만 학생들의 마음에

는 무한하게 뻗어가는 반직선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반직선을 도입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9 개정에서 반직선을 도입하였지만 수학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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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의 해설은 오히려 5차에서 반직선을 삭제하면서

선분으로 표현했던 의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설하고

있다. ‘반직선’이라는 개념을 2009 개정에서 도입한 것

은 단지 각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라

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각의 다면적 측면을 경험하고

폭넓은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해설이 필

요하다고 본다.

각은 회전량이라는 양적 측면, 기하적 도형이라는

질적 측면, 평면 또는 선으로 만들어지는 각의 관계적

측면 등의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각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들은(Mitchelmore & White, 2000,

Henderson & Taimina, 2005, 2006; Keiser, 2004) 학

생들이 각의 크기를 각의 변의 길이와 관련짓고 각의

회전량과 관련짓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러한 어려움은 각 개념 형성에서 다면적인 측면을 다

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각 개념 형성에서 기하

적 형태의 측면만이 아니라 회전이나 측정의 관점에서

각 개념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

학교과서의 변화에서도 각을 도입하는 방식은 주로 기

하적인 도형이나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에 집중하여

왔다. 또한 2015 개정에서는 회전량으로서의 각을 도

입하고 있지만 교사용 해설을 통하여 강조점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의 수학교과서는 각의 다면적인

성격을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또 한 편 수학과

교사용지도서에도 그 의도를 드러내어 해설할 필요가

있다. 각 개념을 도입하는 수학교과서의 입장을 변화

시킴으로써 수학교실에서 각 개념이 갖는 기하적 도형

의 측면, 회전량의 측면, 점이나 선과 면의 관계적 측

면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폭넓은 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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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concepts have a multifaceted nature such as quantitative aspects as the amount of rotation, 
qualitative aspects as geometric shapes, and relationship aspects made with planes or lines. This study 
analysed angle concepts and introduction methods of angles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which 
have been used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First, the concepts of angles in mathematics textbooks focus through the definitions, representations, 
and components of angles presented in mathematics textbooks are analyzed. Secondly, how various 
aspects of each angle are sequenced through the tasks or activties in the introduction of lesson is 
look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ethods of introducing angles in the changes of mathematics 
textbooks have mainly focused on learning about geometric shapes and relations of components. In the 
mathematics classroom, students should experience various aspects of geometric shapes, rotations, 
relational aspects of points, lines and surfaces, and support and link them to form a wide range of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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