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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그에 따른 교과서에서의 각 및 각

도 지도 내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우

리나라의 2009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에 따라 2011년에 고시된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과정(이하, 우리나라의 2011 교육과정)1)에 따른 

교과서와 일본의 2008년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이하, 일본의 2008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을 비교한다.

우리나라의 2011 교육과정은 2013년부터 본격적

으로 시행되고 있고2), 일본의 2008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교육과정은 거의 동시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을 

3~4학년에서 취급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2~4학

년에서 취급한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때 크기가 360°보다 큰 각을 취급하는 것

까지 포함하면, 일본에서는 2~5학년에서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을 취급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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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2011년에 고시된 수학과 교육과정을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이 2009년이 아닌 2011년에 고시되었다는 것을 강
조하는 의미에서 ‘2011 수학과 교육과정’이라 하고 있다. 특히 2011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간단히 
‘2011 교육과정’이라 하고 있다.

2) 여기서는 2011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2011 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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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

을 비교했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다음 다섯 가지를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그에 따른 교과서에서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첫째, 각의 정의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각을 정의할 때 이외에

는 반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각을 정의하는 방식과 직각을 정의하는 방식은 일

관되지 않는다. 둘째, 평면도형의 이동에서 돌리기를 90°, 180°, 270°, 360°와 관련짓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을 관련시키는 것은 5학년에서 점대칭도형을 취급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셋째, 각의 크기 비교에서 ‘각의 크기가 같다’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두 각을 겹쳐보는 활동을 해 보는 것으로 가능하다. 넷

째, 회전각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전각으로서의 360°를 취급하는 것은 사각형

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임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섯째, 중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평각’은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다각형의 내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것도 중학교에서 취급해야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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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을 우리나라에

서는 2개 학년에 걸쳐 집약적으로 취급하는 반

면에, 일본에서는 4개 학년에 걸쳐 분산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1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각 및 각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에서 모두 취급한다.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원칙

적으로 도형으로서의 각 및 각의 두 변이 벌어

진 정도로서의 각도를 취급한다. 이것을 바탕으

로 중학교 수학에서는 각의 한 변이 다른 한 변

까지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회전각을 취급한다.

이때 그 회전한 양을 각도로 보며, 크기가 360°

까지인 회전각을 취급한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

기의 합을 구하면서 크기가 360°보다 큰 각을 

취급하지만, 이 각은 단지 각도끼리의 덧셈으로 

구한 것으로, 회전각이 아니다.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 II)에서는 일반각을 취급한다. 이때 회전

의 방향에 따라 크기가 0° 보다 작은 각을 생각

할 수 있고, 크기가 360° 보다 큰 각도 생각할 

수 있다. 일반각의 각도를 정의하기 위해 시초선

과 동경을 도입한다. 시초선 OX와 동경 OP로 

이루어진 일반각 XOP의 각도는 이 정수일 때 

360°×+°로 표현할 수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의 값은 양수이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의 값은 음수이다. 우리나라의 2011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각 및 각도 지도는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2011 교육

과정에 따른 4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서는 회

전의 크기로서의 각도가 불완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1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3

종의 문헌(황선욱 외, 2011;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신이섭 외, 2011)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회전의 양으로서의 각도를 취급한다는 것이 언

급되어 있지 않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취급하는 각과 각도 지도 

내용은 학교수학에서 취급하는 이 일련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

지만, 이것과 관련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몇몇 

연구(이상훈, 1995; 강희태, 권연근, 1998; 이종희,

2001; 박웅규, 안변홍, 2006; 백종림, 2009; 백종

림, 최재호; 2010; 박교식, 2010, 손해진, 2011)에

서 각도 개념 이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각도 지도 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도 몇 편(임재훈, 김수미, 박교식, 2005; 김

은미, 임문규, 2007; 이재춘, 김선유, 강홍재,

2009; 조영미, 임선혜, 2010; 변희현, 2011; 정연

준, 조영미, 2012; 박교식, 2014) 있다. 이중에서 

이재춘, 김선유, 강홍재(2009)가 우리나라의 제7

차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4학년 교

과서와 일본의 1998년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에 따라 啓林館에서 발행한 4학년 교과서

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도 지도 내용을 간단히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1 교육과

정에 따른 교과서와 일본의 2008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서에서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을 비교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에서

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을 다음의 세 관점으로

부터 두 나라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

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한다. ① 각을 어떻게 도

입하고 있는가? ② 각도의 표준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무엇을 취급하고 있는가? ③ 각도의 표준

단위는 어떻게 도입하고 취급하는 각도의 범위

는 어디까지인가?

이 비교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 방

법을 사용하는 바, 주요 분석 문헌 대상은 우리

나라의 2011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일본의 

2008 교육과정에 따른 3종의 교과서이다. 일본의 

2008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서는 모두 6종

이나, 본 논문에서는 임의로 택한 3종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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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出版, 啓林館, 東京書籍 출판)를 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 예를 들어 ≪수학 3-1≫은 우리

나라의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의미하며, ≪산수 

4-하, 교육≫은 敎育出版에서 발행한 일본의 4학

년 2학기 교과서를 의미한다. 이 이외에 우리나

라의 교육과정, 익힘책, 지도서와 일본의 교육과

정을 참조한다.

II. 각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II-1]과 같이 ≪수학 3-1≫

61쪽에서 먼저 각을 도입한 후에, 이어서 63쪽에

서 직각을 도입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교

과서에 따라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산수 2-

상, 동경≫과 ≪산수 2-상, 교육≫, ≪산수 2-하,

계림≫)에서 먼저 직각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3

학년 2학기에서 각을 도입한다. 우리나라 교과서

에서는 일반에서 특수로 진행하지만, 일본 교과

서에서는 특수에서 일반으로 나아가고 있다.

․ (한국) 일반: 각 도입 → 특수: 직각 도입

․ (일본) 특수: 직각 도입 → 일반: 각 도입  

일본의 세 교과서에서 직각과 각의 정의는 거의

유사하다. [그림 II-2]의 위는 ≪산수 2-상, 동경≫

98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각의 정의(“위와 같이 

종이를 접어 가능한 귀퉁이의 모양을 직각이라

고 합니다.”)이고, 아래는 ≪산수 3-하, 계림≫ 7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의 정의(“한 개의 꼭짓

점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두 개의 변이 만들고 

있는 모양을 각이라고 합니다.”)이다.

[그림 II-1] 각과 직각의 정의(한국)

[그림 II-2] 직각과 각의 정의(일본)

우리나라의 ≪수학 3-1≫에서는 각을 도입하기 

위해, 예를 들어 펼쳐져 있는 쥘부채에서, 갓대

가 만드는 모양을 모사(模寫)하게 하고, 그 모양

을 각의 심상(心象)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추상화

를 거쳐 각을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다음 네 가

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한국) 반직선을 사용한다.3)

․ (한국) 각의 구성 요소로 꼭짓점과 변을 새

롭게 정의한다.

․ (한국) 도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한국) 각 ㄱㄴㄷ, 각 ㄷㄴㄱ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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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 교과서에서는 삼각자를 모사한 것 

또는 삼각형에서 귀퉁이의 모양(かどの形)에 주

목하게 하고4), 그 모양을 각의 심상으로 받아들

이게 하는 추상화를 거쳐 각을 정의한다. 모양을 

인식하는 추상화를 하게 한 후에 각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일본) 반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 (일본) 각의 구성 요소로 꼭짓점과 변을 새

롭게 정의하지 않는다.

․ (일본) 도형이라고 하는 대신 모양이라 하고 

있다.

․ (일본) 각 ㄱㄴㄷ, 각 ㄷㄴㄱ과 같이 나타내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반직선은 물론,

선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직선과 선

분을 구별하지 않고 직선이라 하고 있다(日本數

學敎育學會, 2011). 각의 구성 요소로 꼭짓점과 

변을 제시할 때, 2학년에서 취급한 삼각형과 사

각형의 구성 요소로서의 꼭짓점과 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각을 도형이라고 하는 대신, “하

나의 꼭짓점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두 개의 변이 

만드는 모양이라 하고 있다(≪산수 3-하, 동경≫,

p.36).”5) 각을 나타낼 때는 각 내부에 ◯あ , ◯い 등

을 넣어 ◯あ의 각, ◯い의 각 등과 같이 부르고 있

다. 예를 들어 [그림 II-3]은 ≪산수 3-하, 동경≫

36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보다 각의 정

의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림 II-3] 교과서의 각 표시(일본)

우리나라의 ≪수학 3-1≫에서는 각의 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심화할 수 있

도록 부채 이외에도 등대에서 비추는 불빛, 가

위, 아이스콘, 건물 등의 구체물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일본의 세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구체

물을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각의 본

을 뜨는 것이 용이한 삼각자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각을 정의한 후에 [그

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곧바로, “종이를 반듯

하게 두 번 접었다 펼쳤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

이라고 합니다.”와 같이 특정한 각으로서의 직각

을 정의한다.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서는 종이를 펼쳤을 때의 선 자국이 만드는 모

양을 직각의 심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추상화

를 거쳐 직각을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세 교과

서에서는 3학년에서 각을 정의하지만, 그에 앞서 

2학년에서 직각을 정의한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종이를 두 번 접어 직각을 만들고 있지만, [그림 

II-2]의 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종이를 두 번 접

었을 때 생기는 귀퉁이의 모양을 직각이라고 정

3) ≪수학 3-1≫에서는 반직선을 사용하여 각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전의 2007년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이하, 2007 교육과정)에 따른 ≪2007 수학 3-1≫에서는 직선을 사용하여 각을 정의했다. 반직선은 
2011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4) かどの形에서 形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形을 ‘모
양’으로 번역하고 있다.

5) ≪산수 3-하, 계림≫과 ≪산수 3-하, 동경≫에서는 각의 정의에서 ‘꼭짓점으로부터’라 하고 있는 반면에,

≪산수 3-하, 교육≫에서는 ‘점으로부터’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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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양을 각의 심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추상화

를 거쳐 직각을 정의한다. 그러나 3학년에서 각

을 정의할 때와 똑같이, 여기서도 도형이라고 하

는 대신 모양이라 하고 있다. 또, 3학년에서 각

을 정의하면서 직각을 각의 하나로 간주하여, 각

에 통합하고 있다.

III. 각도의 표준단위 도입 이전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단위를 도입하기 전의 

내용은 3학년 2학기에서, 그리고 표준단위를 도

입한 후의 내용은 교과서에 따라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서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두 내용을 ≪수학 4-1≫에서 한꺼번에 취급하

고 있지만, ≪수학 3-1≫에서 그 소지(素地)가 되

는 것을 일부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 3-1≫ 74쪽에서는 [그림 

III-1]과 같이 ‘직각만큼 돌리기’, ‘직각의 2배만

큼 돌리기’, ‘직각의 3배만큼 돌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외견상 각도와 무관해 

보이지만, 각각 90° 돌리기, 180° 돌리기, 270°

돌리기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의 ‘직각’

은 암묵적으로 직각의 크기인 90°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직각의 2배는 암묵적으로 180°, 직각

의 3배는 암묵적으로 270°를 의미한다. 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기’는 암묵적으로 360° 돌

리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단위 도(°)를 취급

하기 전이므로, 학생들은 ‘직각만큼 돌리기’, ‘직

각의 2배만큼 돌리기’, ‘직각의 3배만큼 돌리기’

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일

본의 세 교과서에서는 직각을 이용한 직관적 돌

리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림 III-1] 직각만큼 돌리기

이와 같은 내용은 4학년에서 취급하는 각의 

크기를 기초적으로 경험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직각의 2배, 직각의 3배

와 같은 표현은 직각을 실질적으로 단위로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7 교육과정에 따

른 ≪2007 수학 3-1≫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고, 이때는 ≪2007 수학 4-1≫에서 

각의 단위로 도(°) 이외에 1직각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표현을 사실상 추인(追認)했다. 그러나 

≪수학 4-1≫에서는 ‘단위로서의 직각’을 명시하

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 4-1≫ 78쪽에서 쥘부채를 펼치는 

것을 소재로 하여,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림 III-2] 각의 크기의 의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각도의 표준단위를 도입

하기 전에 취급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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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직관적 비교를 한다.

․ (한국) 직접 비교를 한다.

․ (한국) 간접 비교를 한다.

․ (한국) 임의 단위에 의한 측정을 한다.

일본의 경우는 3학년 2학기에서 각을 정의한 

후에 곧바로 각의 크기를 취급하는데, 이때까지

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와 유사하게 변이 벌어

진 상태(辺の開きぐあい)를 각의 크기로 보고 있

다. 일본 교과서에서 각도의 표준단위를 도입하

기 전에 취급하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

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와는 달리, 임의 단위에 

의한 측정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6)

․ (일본) 직관적 비교를 한다.

․ (일본) 직접 비교를 한다.

․ (일본) 간접 비교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두 각의 크기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대신 말로 나타낸다. 이때 예를 들어 ∠A>∠B인 

관계를 말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7 수학 4-1≫에서 사용하던 표현과 ≪

수학 4-1≫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같지 않다. 한

편, ≪수학 4-1 익힘책≫ 48쪽에서는 ‘큰 각’, ‘작

은 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크기가 큰 각’, ‘크기가 작은 각’에서 ‘크

기가’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각

각 ‘~각이 더 크다’와 ‘~각이 더 작다’에서 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한국) ~각이 더 크다. ≪2007 수학 4-1≫

․ (한국) ~각의 크기가 더 크다. ≪수학 4-1≫

일본의 ≪산수 3-하, 교육≫과 ≪산수 3-하, 계

림≫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우리나라의 ≪2007 수학 4-1≫에서 사

용하던 표현과 유사하다. 그러나 ≪산수 3-하, 동

경≫에서는 위의 두 표현 중 어느 것도 나타나

고 있지 않다.

․ (일본) ~각이 ~각보다 크다. ~각이 ~각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수학 4-1≫에서는, 각도의 표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 ∠A=∠B인 관

계를 말로 나타내는 것을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세 교과서에서는 모두 그것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 4-1≫에서는 표준단

위를 도입한 후에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과 관

련해서, ∠A=∠B인 관계를 말로 나타내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질문을 통해 그것을 

학생들이 답하게 하고 있다. ≪수학 4-1 지도서

≫에서는, 이때 학생들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

는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학 4-1 익힘책≫에서는 이등변삼각형, 정삼

각형과 관련해서,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

을 명시하고 있다.

IV. 각도의 표준단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수학 4-1≫에서는 각도의 표준단

위를 도입하기 전에 직관적 비교, 직접 비교, 간

접 비교, 임의 단위에 의한 측정을 한 차시에서 

모두 취급한 후에, 바로 각도의 표준단위를 도입

6) 日本數學敎育學會(2011)에서는 각도의 표준단위를 도입하기 전인 3학년에서, ‘삼각자에서 볼 수 있는 직
각을 다른 삼각자에서 볼 수 있는 각 2개 또는 3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직각의 크
기를 다른 각의 크기의 2개분 또는 3개분으로 보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의 실제 수학교
육에서 임의단위에 의한 측정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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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교과서에 따라 4학

년 1학기 또는 2학기(≪산수 4-상, 계림≫, ≪산

수 4-상, 동경≫, ≪산수 4-하, 교육≫)에서 표준

단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그림 IV-1]과 같이 ≪

수학 4-1≫ 80쪽에서 각도를 정의한다. [그림 

IV-2]는 일본의 ≪산수 4-하, 교육≫ 4쪽에서 제

시하고 있는 각도의 정의이다.

[그림 IV-1] 각도의 정의(한국)

[그림 IV-2] 각도의 정의(일본)

우리나라와 일본 교과서에서의 각도 정의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찾을 수 있다.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한다.

․각도의 단위에 1도가 있다.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하나가 1도이다.

․ 1도를 1°라고 쓴다.

․직각은 90°이다.

이때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하나가 1도

이다.”와 “직각은 90°이다.”에서 ‘직각’은 도형으

로서의 직각으로 보기 어렵다. 위의 내용만으로

는 우리나라와 일본 교과서 사이에 차이점이 없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의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 (일본) 회전각을 취급한다.

․ (일본) 180°보다 크고 360°보다 작은 각을 취

급한다.

․ (일본) 예각, 둔각, 평각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3학년에서는 삼각자를 모사한 것 

또는 삼각형에서 귀퉁이의 모양을 각으로 보았

다. 그러나 4학년에서는 [그림 IV-3]과 같이 원을 

이용하여, 변이 기준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회

전해서 만들어진 모양을 각으로 보고 있다. 그리

고 그 ‘회전의 크기’를 각의 크기로 보게 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08).7) 우리나라의 ≪수학 4-1

≫ 82쪽에서도 [그림 IV-4]와 같이, 회전에 의해

서 각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

본 교과서와는 달리 180°보다 크고 360°보다 작

은 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8) 이런 점에서 우

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회전각을 온전히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일본의 세 교과서에

서는 ‘반회전’, ‘1회전’을 사용하여 ‘반회전의 

각’, ‘1회전의 각’이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

7) 일본의 2008 교육과정에서는 ‘회전한 양’이라는 표현 대신 ‘회전의 크기(回轉의の大きさ)’라 하고 있다.

8) [그림 IV-4]는 ≪2007 수학 4-1≫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수학 4-1 지도서≫ 216~217쪽에 
따르면 90°, 180°, 270°, 360°를 ≪수학 3-1≫에서 학습한 ‘평면도형의 이동’과 관련시켜 지도해야 한다.

이것은 90° 돌리기, 180° 돌리기, 270° 돌리기, 360° 돌리기를 의미하지만, ≪수학 4-1≫과 ≪수학 4-1 익
힘책≫에서 그러한 표현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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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림 IV-3] ≪산수 4-상, 동경, p.15≫

[그림 IV-4] ≪수학 4-1, p.82≫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예각, 둔각, 평각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수학 4-1≫ 85쪽에서 예

각과 둔각을 각각 정의하고 있고, 113쪽의 ‘이야

기 마당’에서 평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심지

어 ≪수학 4-1 지도서≫ 246쪽 ‘이야기 마당’에

서 활동의 주안점으로 ‘평각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예각, 둔각, 평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9) 그런데 우리나라의 2011 중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에 따르면, 평각이라는 용어는 중학교 수

학에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일본의 세 교과서에서 

직각 또는 1직각을 각도의 단위로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 3-1≫에서 

직각을 단위처럼 사용하고 있는 예를 찾을 수 

있지만, ≪수학 4-1≫에서는 직각을 단위처럼 사

용하고 있는 예는 찾을 수 없다. 한편, 일본의 

경우, ≪산수 4-상, 동경≫, ≪산수 4-하, 교육≫

에서는 1직각, 2직각, 3직각과 같은 표현을 통해,

그리고 ≪산수 4-상, 계림≫에서는 ‘직각의 2개

분’, ‘직각의 4개분’과 같은 표현을 통해 실질적

으로 직각을 단위처럼 사용하고 있다.10)

우리나라는 ≪수학 4-1≫에서 예각, 둔각을 정

의하면서 ‘크기가 0°보다 크고’와 같이 크기가 

0°인 각을 언급한다. 일본의 세 교과서에서도 각

도기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각도기의 밑금을 ‘0°

의 선’으로 표현하면서 크기가 0°인 각을 언급한

다.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일본의 세 교

과서에서 크기가 0°인 각을 실제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각도의 합을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수학 

4-2≫ 107쪽의 ‘문제해결’에서는 정오각형과 정

육각형은 물론 정십각형, 정십이각형까지 그 한 

각의 크기를 구하게 하고 있다. ≪수학 4-2, 지도

서≫ 231쪽에서는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9)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일본의 세 교과서에서는 이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10) ≪산수 4-상, 계림≫ 10쪽에서 ‘직각의 몇 개분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2개분, 4개분이라는 답
을 해야 한다.

11) 우리나라의 ≪수학 4-1≫에서는 ‘각도기의 밑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학 4-2≫에서는 
‘각도기의 밑금’과 ‘각도기의 밑변’이라는 표현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각도기의 밑변’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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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정다각형의 내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세 

교과서(≪산수 5-상, 계림≫, ≪산수 5-하, 동경

≫, ≪산수 5-하, 교육≫)에서는 정다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다각형에 대해 그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가 각각 정다각형과 다각형을 대상

으로 하는 것만 다를 뿐, 그 내각의 크기를 구하

는 것은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학 4-2≫

에서 취급하는 이 내용은 실제로는 2011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수학에서 취

급해야 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을 각

의 도입과 정의, 표준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취급

하는 내용, 표준단위의 도입과 각도의 범위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했다. 이러한 비교 결

과로부터 얻은 다음 다섯 가지를 차후의 우리나

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

과서에서의 각 및 각도 지도 내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의 정의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수학 3-1≫에서는 각을 정의하기 바로 전에 반

직선을 정의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수학에서 각

을 정의할 때 이외에는 반직선을 사용하는 경우

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수학

에서의 반직선은 1회용 용어이다. 또, 초등학교

에서 반직선을 변으로 하는 각을 사용하는 경우

를 찾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각은 전부 다각형의 

구성 요소로서 나타난다. ≪수학 3-1≫ 60~61쪽

에서 등대 불빛, 가위, 부채, 아이스콘, 건물 등

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중에 반직선 모습을 하

고 있는 것은 등대 불빛뿐이다. 그러나 등대 불

빛이 실제로 각 모양으로 비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방사상으로 퍼져갈 뿐이다. 가위,

쥘부채가 펼쳐진 모습은 선분으로 추상화되는 

것이지 반직선으로 추상화되지 않는다. 아이스콘

의 모양은 입체인 원뿔로 추상화되는 것이지, 각

으로 추상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각을 정의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을 각이라고 합니다.”)하는 방식과 직각을 정의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다 펼쳤을 때 생기

는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하는 방식은 일관

되지 않는다.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다 펼

쳤을 때 생기는 것은 선 자국이므로, 그 모양을 

다시 각으로 추상화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반직선을 사용한 

현재의 각의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면도형의 이동’에서의 돌리기를 90°,

180°, 270°, 360°와 관련짓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학 3-1≫에서는 평면도형의 이동을 취

급하면서 ‘직각만큼’, ‘직각의 2배만큼’, ‘직각의 

3배만큼’, ‘한 바퀴’ 돌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수학 4-1≫에서 회전각으로서의 90°,

180°, 360°를 취급하고 있다. 이 둘을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은 ≪수학 4-1 지도서≫에서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 4-1≫이나 ≪

수학 4-1 익힘책≫에서는 이 둘을 관련시키고 있

지 않다. 이 둘을 관련시키는 것은 ≪수학 5-2

실험본≫에서 점대칭도형을 취급하는 것과도 연

결된다. 점대칭도형의 정의에서 ‘180° 돌리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의에 앞서 180°

돌리기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셋째, 각의 크기 비교에서 ‘각의 크기가 같다’

12) 여기서 참고한 ≪수학 5-2≫는 실험본이다. 이 실험본에서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이 도형을 점대칭도형이라고 합니다.”와 같이 점대칭도형을 정의한다.

≪수학 5-2≫는 공식적으로는 2015년 8월에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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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수학 4-1≫에서는 각

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각의 크기가 같다’는 취

급하고 있지 않다.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을 

취급하면서, ‘이등변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시오.’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이등변삼각형에서는 두 각의 크

기가 같습니다.’와 같이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취급해야 하며, 이것은 각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두 각을 겹쳐보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넷째, 회전각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학 4-1≫에서 크기 90°, 180°, 360°인 회전각

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전각을 온

전히 취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회전각으로

서의 360°를 취급하는 것은 사각형의 내각의 크

기의 합이 360°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수학 4-1≫에서는 크기가 180° 이

상 360° 이하인 회전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수학 4-1 지도서≫ 216쪽에서는 크기가 180°

이상인 각은 잘 다루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크기가 180° 이상이고 360°보다 작은 각은 ≪수

학 4-2≫에서 취급하는 오목다각형과 관련이 있

다. 오목다각형에는 크기가 180° 이상 360° 이하

인 각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2011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연계

될 필요가 있다. ≪수학 4-1≫에서는 크기가 

180°인 각을 의미하는 ‘평각’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평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학 4-2≫

에서는 정오각형을 넘어 정십이각형까지 한 내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기 위해 정다각형의 내각

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것을 취급하지만, 이것은 

중학교에서 취급해야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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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teaching contents for angle and

measure of an angle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compared.

From this comparison,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were presented a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teaching contents for angle and

measure of an angle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way of the definition of angle.

There is no use of half line in elementary

mathematics, except when to define angle, and the

way to define angle and the way to define right

angle are not consistent. Second, considering to

associate the turning of plane geometrical figures

to the 90°, 180°, 270°, 360° is necessary, and

associating them is connected to dealing with

point-symmetrical shapes in the fifth grade. Third,

there is a need to deal with “the measures of

angles are same." in comparing angles. This is

possible by superimposing two angles in comparing

the measures of them. Fourth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rotational angle.

Dealing with the 360° as the rotational angle is

related to explaining that the sum of measures of

interior angles in quadrangle is 360°. Fifth, it is

necessary to be connected with middle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The term ‘straight angle’

is used in middle school, and to obtain the sum of

the measures of the interior angles of a regular

polygon is the contents to be dealt with in middle

school.

* Key Words : angle(각), angle of rotation(회전각), comparison of textbook(교과서 비교), half line(반

직선), Japan textbook(일본 교과서), measure of an angle(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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