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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서의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 분류에 관한 고찰

홍 갑 주 (부산교육대학교)

박 지 환 (부산교육대학교 졸업)

본 연구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수학에서 지도하고 있는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 즉, 예각/직각/둔각삼각

형으로의 분류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

정과 외국의 교재들, 그리고 유클리드 원론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도입이 수학적, 지각적 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이후 중등수학을 공부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서는 가치가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분류를 초

등학교에서 다룬다면 몇몇 외국의 교재들과 같이 추론과

탐구의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고 그 실

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논의는 교과

서 내용 선정의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측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

I. 서 론

현재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내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 즉,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

삼각형으로의 분류가 제시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

시되는 맥락과 교육과정상 다른 내용과의 연계성을 살

펴보면 이것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필수적인지, 그리고

현재의 도입 방식이 어떠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명

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삼각자의

쓰임과 이후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만

생각하더라도 그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 예각

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경우는 초등학교 수학 <4-1>

에서 그것이 도입되는 차시를 제외하면 다시 그 구별

이 필요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실제

로 각 하나만의 측정을 통해 구별되는 예각과 둔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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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만으

로 이야기할 수는 없음을 고려하면1), 초등학교 수학에

서 예각과 둔각을 다룬다고 해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

각형을 당연히 같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된다.

실제로 학생들은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 대해

그 정의를 충실히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최수임과 김성준(2012)은 정의하기와 이

름짓기의 서술형 평가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이 학교에서 배운 도형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

념이미지와 개념정의를 조사한 바 있다. 그 평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각도, 직각, 1도, 이등변삼각형, 정삼

각형, 예각,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대해 그 정의를

적으라고 하였다. 25명의 학생 중 예각삼각형에 대해

서는 8명, 둔각삼각형에 대해서는 10명의 학생만 정답

으로 간주할 수 있었는데, 총 8개의 문항 중 정답율이

가장 낮은 문항이 바로 예각삼각형에 대한 것이었으며

동률로 두 번째로 낮은 문항이 둔각삼각형에 대한 것

이었다. 예각삼각형의 오답 중 삼각형의 세 각 중 한

개 또는 두 개가 예각이면 예각삼각형이라고 답한 학

생이 6명이었고, 둔각삼각형이나 직각이등변삼각형을

그려 놓고 예각인 각을 표시한 후 이것을 예각삼각형

이라고 정의한 학생도 3명 있었다. 그 논문의 저자들

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예각삼각형’이라는 용어에서

‘예각’과 ‘삼각형’을 분리하여 예각이 있기만 하면 그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라 생각하기에 오개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2009 개정교과서와 역대

교육과정 교과서를 살펴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검

토하고, 중등 교육과정과 유클리드 원론의 관련내용을

1) 우리말로는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이지만, 영어로는 ‘각들

에 따른 분류(classifying by angles)’라고 표현 되어 단지 한

각에 의한 분류가 아님이 좀 더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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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주제를 조망한다. 이어

서 외국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살피어 교육적 시사점

을 찾는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주제를

초등학교 수학에서 지도하는 의의를 정리하고 개선방

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육 내용의 선

정 전반에 관련하여 이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략

히 제언한다.

Ⅱ. 우리나라 교과서의 삼각형의 분류

여기서는 삼각형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

별로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학에서

그 분류를 도입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삼각형의 분류 관련 교육과정별 초등학교 교과

서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교육과정

에서는 삼각형에 대해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과 같이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만 제시하였고 각에 대하여는

직각삼각형만을 도입하였다.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

의 분류는 제6차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로 큰 변화 없이 내용이 유지되어 왔다. 각각의 교육

과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문교

부, 1956a)에 ‘세모 모양’으로 삼각형을 처음 도입한 뒤

4학년 1학기(문교부, 1956b)에 ‘삼각자와 같이 세모로

된 모양’으로 재정의한다. 그 후 삼각형의 특수한 예로

서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도입한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문교부,

1965a)에 삼각형, 직각, 직각삼각형을 함께 도입한다.

이후 4학년 1학기(문교부, 1965b)에 이등변삼각형과 정

삼각형을 도입하지만 역시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다루지 않는다. 제3차 교육과정(문교부, 1973a, 1973b)

에서는 도입되는 내용과 시기가 제2차와 같지만 각 대

상들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다르다2), 3차 교육과정은

당시 새수학운동의 영향을 반영하였고(한태식, 1999)

2) 예를 들어, 2차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을 ‘세 변과 세 꼭지

점을 가진 다각형’으로 정의한 반면, 3차 교육과정에서는 ‘세

점을 이어서 된 도형’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변화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4

차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1학기(문교부, 1983a)에 삼각

형을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정의한다. 그 후

3학년 1학기(문교부, 1983b)에 각의 개념을 도입한 뒤

3학년 2학기(문교부, 1983c)에 직각삼각형을 도입한다.

그리고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을 4학년 2학기(문교

부, 1983d)에 도입하지만 역시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는 다루지 않는다. 제5차 교육과정(교육부, 1989a)의

경우 제4차와 다루는 내용과 순서는 같지만 이등변삼

각형과 정삼각형의 도입이 직각삼각형과 함께 3학년 1

학기(교육부, 1989b)에서 이루어져 그 시기가 앞당겨졌

다(그림 1).

[그림1]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이등변삼각형과 정

삼각형 도입(교육부, 1991, p. 89)

[Fig. 1] The introduction of isosceles & equilateral

triangle in 5th curriculum(Ministry of education, 1991,

p. 89)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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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은 도입하지만 직각삼각형이 직각을 하나만 가

지는 이유는 다루지 않는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측정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한 삼각형에서 90도 이상인 내각은 기껏해야

하나만 존재함을 경험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있겠지

만, 교과서에서 이러한 언급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각

과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의 전개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6차에서는 3학년 1학기(교육부, 1996a) ‘시간과 각

도’ 단원에서 삼각자 등의 구체물의 예를 보여주며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을 추상함으로써 각을 도입한다.

이후 책상 모서리 등의 구체물을 통해 각의 특수한 예

인 ‘직각’을 추상하고 한 내각이 직각인 삼각형인 ‘직각

삼각형’을 도입한다. 이 단원에서 ‘직각보다 작은 각’,

‘직각보다 큰 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예각’과

‘둔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후 4학년 1

학기(교육부, 1996b)에서 각도와 각도기를 도입하고 1

직각을 90도로 정의한 뒤 측정을 통해 삼각형의 세 내

각의 합이 180도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직각을 기준으

로 각의 크기를 분류하여 ‘예각’과 ‘둔각’ 용어를 도입

한다. 그리고 이를 초등학교 4학년 2학기(교육부,

1996c) ‘평면도형’ 단원에서 삼각형의 내각에 적용하여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분류한다. 하지만 교육과

정과 지도서에 해당 내용이 도입된 배경과 의의는 명

시되지 않으며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2001a)에서는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이 한 학기 당겨져서 4학년 1학기(교육부,

2001b) ‘삼각형’ 단원에서 제시된다. 이후 2007 개정 교

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0a, 2010b)과 2009 개정 교

육과정(교육부, 2014a, 2014b)에서도 각각 4학년 1학기

의 ‘삼각형’, ‘각도와 삼각형’ 단원에서 예각, 둔각, 예각

삼각형, 둔각삼각형이 제시된다.

[그림2]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직각/예각/둔각

삼각형 도입(교육부, 2014b, p. 100)

[Fig. 2] The introduction of acute/right/obtuse triangle in

2009 revision curriculum(Ministry of education, 2014b, p.

100)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도입된 이후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의 도입 순서를 살펴보면 3학년 1학기에

삼각자 등 구체물에서 추상하여 각을 도입한 뒤 역시

책상 모서리나 반듯하게 두 번 접은 종이 등의 구체물

에서 각의 특수한 경우인 직각을 약속한다. 그 후 세

내각 중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 약속한

다. 4학년 1학기에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

임을 배운 뒤 직각을 기준으로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

각,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약속한다. 이후 삼각형을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으

로 분류하여 그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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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

1차 직각삼각형(4-1)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4-1)

2차 직각삼각형(3-2)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4-1)

3차 직각삼각형(3-2)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4-1)

4차 직각삼각형(3-2)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4-2)

5차 직각삼각형(3-1)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3-1)

6차
직각삼각형(3-1)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4-2)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3-1)

7차
직각삼각형(3-1)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4-1)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4-1)

2007

개정

직각삼각형(3-1)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4-1)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4-1)

2009

개정

직각삼각형(3-1)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4-1)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4-1)

[표 1] 역대 교육과정별 삼각형 분류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triangl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national curriculum.

2. 중등 교육과정과 유클리드 원론의 검토

초등학교 도형 영역과 중학교 기하 영역의 많은 개

념과 용어는 유클리드 원론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유클리드 원론은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특

히 도형과 측정 영역의 내용과 구성을 이해하고 지침

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왔다. 권석일(2006, pp.

80-117)은 중학교 논증기하에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

는 기본 가정, 가설적 작도, 정리의 제시 순서, 증명 진

술 방법, 정의 제시 방법 등을 유클리드 원론의 내용

과 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홍갑주와 송명선

(2013)은 평행선에 대한 동위각과 엇각의 성질이 빠진

초등학교 2007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 그리고 평행선과 관련된 각도 문제를 다루

는 방식에 대해 유클리드 원론의 체계와 초등학교 수

학 교과서의 관련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논의한 바 있

다.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의 삼각형의 두 분류 기준, 즉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와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역시

원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론 1권의 정의 20은 정삼

각형을 세 변이 같은 삼각형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두

변이 같은 삼각형으로, 부등변 삼각형을 세 변이 모두

다른 삼각형으로 정의한다. 이어, 정의 21은 직각삼각

형을 하나의 직각을 가지는 삼각형으로, 둔각삼각형을

둔각을 가지는 삼각형으로, 예각삼각형을 세 각 모두

예각인 삼각형으로 정의한다.

원론에서는 실제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경

우 각각에 대해 진술되는 명제의 쌍이 있다. 즉, 원론

2권의 명제 12와 13은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1권의 명제 47)를 각각 둔각삼각형의 경우와 예

각삼각형의 경우까지 확장시킨다. 넓이에 대한 명제로

기술된 두 명제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코사인

제2법칙에 해당한다. 명제 12(그림 3)는 각 가 둔각

인 삼각형 ABC와 B에서 직선 CA로 내린 수선의 발
D에 대해 각 의 대변인 BC에 세운 정사각형과 나

머지 두 변인 AB , CA 각각에 세운 두 정사각형과의
(넓이) 차이는 CA와 AD로 만든 직사각형의 두 배와
같다는 것이고, 명제 13은 가 예각인 경우에 대한

비슷한 명제이다. 세 변 위에 세운 정사각형 중 하나

와 나머지 두 개 사이의 넓이 대소 관계가 직각을 사

이에 두고,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다. 지금의 코사인 제2법칙으로는 예각이냐 둔각이냐

에 상관없이 하나의 식, BCAB AC
⋅AB⋅AC⋅cos∠A으로 표현되지만, 넓이(당시의

의미로는 영역 자체)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원론

에서는 각 가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가 별도의

명제로 기술되어야 했던 것이다.3)

[그림3] 둔각삼각형에 관한 유클리드 원론 2권 명제 12

[Fig. 3] PropositionⅡ.12 of Euclid’s Elements, which

considers obtuse-angled triangle

또한 원론 4권의 명제 5는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

외심을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명제의 증명에서

는 일단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린 후 그 교점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경우, 변 위에 있는 경우, 외부

3) 명제 12는 삼각형이 둔각을 포함한 경우이므로 다루는 대상

은 결국 둔각삼각형이다. 반면 명제 13은 임의의 삼각형의

예각의 대변과 나머지 두 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사실

예각삼각형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Heath, 1956, pp.4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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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증명한다(그림 4). 사실 그 세

경우는 각각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인 경우, 직각삼각형

인 경우, 둔각삼각형인 경우와 일치함을 보일 수 있지

만, 이 증명에서는 각의 크기가 아니라 교점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그 증명을 예각/직각/둔각삼각형인 경우로

나누어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림4] 유클리드 원론 4권 명제 5에서 외심 위치의 세

경우

[Fig. 4] Three cases of circumcenter’s position in

proposition Ⅳ.5 of Euclid’s Elements

원론의 이 명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교육내용으

로 포함되어 있다. 원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증명을 예

각/직각/둔각삼각형의 경우로 나누어 시작하지는 않는

다. 단, 어떤 교과서들(김서령 외, 2014; 이준열 외,

2014)은 그 분류에 따른 세 삼각형을 제시하고 그 각

각에 대해 외심을 작도하거나 종이접기로 외심을 찾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예각/

직각/둔각삼각형의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인식

할 수 있다(그림 5).

[그림5] 예각/직각/둔각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하는 중학

교 2학년 교과서의 활동(이준열 외, 2014, p.255)

[Fig. 5] An activity to find the circumcenter of

acute/right/obtuse triangle in Grade 8 textbook(Lee et al.,

2014, p.25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도

록 바뀐 내용이지만, 고등학교의 관련 내용으로 사인

법칙이 있다. 사인법칙은 삼각형의 세 각의 사인에 대

한 대변의 비가 일정하며 그 값은 외접원의 지름과 같

다는 것이다. 어떤 교과서(이준열 외, 2008, p.304)에서

는 삼각형 ABC의, 반지름 인 외접원을 처음부터

고려하여 각 가 90도보다 작은 경우, 90도인 경우,

90도보다 큰 경우 각각에 대해 원주각의 성질을 바탕

으로sin
 임을 보이고 각 와 각 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임을 설명함으로서 증명을 완결한다. 또

어떤 교과서(유희찬 외, 2008)에서는 예컨대 삼각형의

밑변을 로 볼 때의 높이를 sin로도 sin로도
구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식 sin

 sin
 를 얻고, 같

은 방법을 다른 변을 밑변인 경우에 적용하여sin
 

sin
 sin

 임을 얻는다. 이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라 두고, 삼각형의 한 예각을 라고 볼 때sin


임을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보임으로써 증명

을 완결한다(그림 6)4). 이 두 증명 방법 모두 결과적으

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세 경우를

그리게 되지만 이때도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은 한 각의

크기이다. 즉, 90도를 기준으로 각의 크기에 따라 원

위에서 약간의 다른 아이디어를 이용하기도 하고,

sin sin라는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4) 사실 그림 6의 증명에서 C가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로 분류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C가 예각이라도

B가 둔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BC의 한 예각을

라고 두고 sin 임을 보임으로써 sin
 sin sin 이라는 증명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에는 적어도 하나의 예각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지

만 이 사실이 여기서 명시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 지적한 두

가지 사항 모두 바로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와 관

계된 지식을 배경으로 발견할 수 있음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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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사인법칙의 한 증명(유희찬 외, 2008,

pp.357-358)

[Fig. 6] A proof of the law of sine(Lew et al., 2008,

p.357-358)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서 직각이나

둔각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자. 학교 수학 내

에서 이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모두 0보다 크고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조건(a>0, b>0, c>0,

a+b+c=180)에서 추론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원론

을 보면 이 명제의 수학적 위치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이 사실은 삼각형의 임의의 두 각의

합이 2직각보다 작음을 말하는 원론 1권 17번 명제로

부터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런데 28번 명

제까지는 제5공준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이는 중립기하

학의 명제이다.

Ⅲ. 외국 교과서 검토

여기서는 NCTM의 교과서(NCTM, 2003), 삼각형을

다루는 MIC 교과서(나온교육연구소, 2004), 중국의 대

표적 교과서인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人民敎育出版

社, 2012), 일본 검정교과서 중 하나(日本文敎出版株式

会社, 2013),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된 핀란드의

Laskutaito 교과서(양재욱, 2012), 미국 교과서 중 하나

(Carter 외, 2012) 등의 외국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교

재(Frank & Joanna, 1998)가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

의 분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검토한다. 그 결과를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다루지 않는 경우,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탐구활동으로서 제시하는 경우의 세 가지

로 정리하였다.

1.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다루지 않는 경우

MIC 교과서, 일본의 교과서, NCTM 교과서 등은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를 다루지 않았다.

MIC 교과서(나온교육연구소, 2004, p. 14)는 교량의

트러스 구조 등을 예로 들어 삼각형을 도입한다. 이후

마른 국수를 여러 길이로 잘라 이들을 통해 삼각형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변의 길이 조건이 제시되고,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가 이루어지며(그림 7), 이후에는 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와의 관계, 삼각형 내각의 합 등도

다루어지지만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는 도입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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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MIC 교과서에서의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

의 분류(나온교육연구소, 2004, p.14)

[Fig. 7] Classifying of triangles by the length of sides

in MIC textbook(Nao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04, p.14)

일본의 교과서(日本文敎出版株式会社, 2013, p. 75)는

3학년 상권의 ‘각과 각도’ 단원에서 ‘직각보다 작은 각’,

‘직각보다 큰 각’과 같이 각의 크기를 서술할 뿐 ‘예각’

과 ‘둔각’이라는 용어는 도입하지 않으며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도 다루지 않는다. 변의 길이에 대

해서는 MIC 교과서와 비슷하게 다양한 길이의 빨대로

삼각형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삼각형의 분류

를 제시한다. 다만 부등변삼각형이라는 용어를 도입하

지 않고 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의 관계를 다루지 않

는다는 점이 MIC 교과서와 다르다.

NCTM 교과서(NCTM, 2003)의 경우 종이접기를 통

해 직각과 대칭, 합동을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

로 깊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삼각형의 분류에 대해서

는 변의 길이의 관점에서도, 각의 크기의 관점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4학년 과정에서 ‘정삼각형’을 다루지만

이는 선대칭도형의 한 예로 제시한다.

이상의 교과서들은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

류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님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

핀란드와 중국의 교과서는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

형의 분류를 다루고 있다.

핀란드의 교과서(양재욱, 2012, p. 142)의 경우 예각

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정의를 직접 알려주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예각과 둔각을 정의한 뒤 이를 삼각

형에 적용시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개념을 도

입한다. 하지만 이 교과서 역시 우리나라 교과서와 마

찬가지로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 직각과 둔각이

하나만 존재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그림 8).

[그림8] 핀란드의 Laskutaito 교과서에 나타난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 분류(양재욱, 2012, p. 142)

[Fig. 8] Classifying of triangles by the size of angles in

Laskutaito textbook in Finland(Yang, 2012,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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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과서(人民敎育出版社, 2012, pp. 61-64)는

삼각형의 높이에 관한 소단원의 활동 중 주어진 삼각

형의 높이를 그리는 활동에서 예각, 직각, 둔각삼각형

을 예시로 제시하지만 그 삼각형들의 이름은 도입하지

않았다. 둔각삼각형의 경우 삼각형의 세 변 중 가장

긴 변인 둔각의 대변을 밑변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둔각

삼각형 역시 높이를 그 내부에 그릴 수 있음을 학생들

이 발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림9] 중국 4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예각, 직각,

둔각삼각형의 높이 그리기(人民敎育出版社, 2012, p. 61)

[Fig. 9] Drawing height at acute/right/obtuse triangle in

China textbook Grade 4(People's education publising

company, 2012, p. 61)

또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도입하되 둔각삼

각형에 대해서는 ‘한 개의 각이 둔각이고 두 각은

……’ 과 같이 말줄임표로 답을 감추어 두 각이 예각

이 되어야 함을 학생이 스스로 알아내도록 유도한다.

중국의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순서와는 달리 삼각형 내

각의 합을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분류 이후에 다

루므로(‘삼각형’ 단원 내에서 이어서 다룬다), 이는 삼

각형 내각의 합으로부터의 연역적 추론이 아닌 측정과

관찰을 유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삼각형 전

체의 모임이 예각, 직각, 둔각삼각형으로 분할됨을 보

여주는 도식도 제공하고 있다(그림 10).

[그림10] 중국 4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각의 크

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人民敎育出版社, 2012, p. 64)

[Fig. 10] Classifying of triangle by the size of angles

in China textbook Grade 4 People's education

publishing company, 201, p. 64)

3.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탐구활동으로 제시하

는 경우

Carter 외(2012)에서는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와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를 이어서 제시한 다음

이를 조합하여 적용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그림

11은 주어진 삼각형이 양 기준에 대해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탐구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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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를 동시

에 적용하는 활동(Carter 외, 2012, p. 511)

[Fig. 11] Activity to classify triangles by the length of

sides and the size of angles simultaneously(Carter et

al., 2012, p. 511)

이어지는 심화활동으로는 두 학생이 서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각도와 변의 길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삼각형

이 하나로 결정되는지 판단하고, 결정되는 경우 그 삼

각형을 그리는 활동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90도, 45

도의 각을 가지고 그 사이에 놓인 변의 길이가 5㎝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삼각형입

니까?” 라고 이어서 묻는 방식이다(그림 12).

[그림12]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그리는

활동(Carter 외, 2012, p. 510d)

[Fig. 12] Activity to draw the triangle satisfied the

given condition(Carter et al., 2012, p. 510d)

또 Frank와 Joanna(1998)의 초등 교사용 교재에서

제시하는 학생용 워크시트에서는 직각, 예각, 둔각삼각

형에 대한 예와 비례(non-example)를 같이 보여주고

학생이 직접 세 삼각형의 정의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림 13).

[그림13] 예와 비례를 통해 각각의 삼각형을 정의하는

탐구활동(Frank & Joanna, 1998, p. 285)

[Fig. 13] Investigation to define each triangles through

example and non-example(Frank & Joanna, 1998, p. 285)

직각삼각형을 정의하는 1번 문항에서는 직각삼각형

의 예로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표시된 직각삼각형과

예각인 두 내각의 크기만 표시된 직각삼각형을 보여준

다. 그리고 비례로는 각각 91도와 87도 즉, 직각과 겨

우 1도 그리고 3도의 차이가 있는 내각을 가진 두 삼

각형을 보여준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삼각형

의 종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의 각을 알아야 한

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예라고 판단

된다. 예각삼각형을 정의하는 2번 문항에서는 내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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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예각인 삼각형들을 예로 제시하였고 비례로는 직

각삼각형(직각은 계산해야 알 수 있도록 숨김)과 둔각

삼각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둔각삼각형을 정의하는 활

동 3에서는 둔각을 하나 포함하는 삼각형을 예로 보여

주고, 사각형, 예각삼각형(88도인 각을 직각 혹은 둔각

처럼 헛갈리게 그려놓음), 직각삼각형을 비례로 제시하

였다. 이러한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상기하여 적용하고, 예와

비례를 통해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Ⅳ. 논의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각에 의한

삼각형의 분류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의의

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 분류가 교육과정상의 내

용 전개에 필수적인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필수적이라

면 각에 의한 분류의 도입 의의는 그 자체로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초등학교 수학의 특성을

고려한 지각적 측면도 살펴볼 것이다.

현행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 예각/직각/둔각삼각형의 분류가 <4-1>에

서의 도입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곳은 <5-1>의 삼각

형의 넓이가 유일하다. 이는 각의 크기에 의한 분류가

도입된 이후 교육과정에서 공통된 사항이다. <5-1>

교과서(교육부, 2014c)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밑변과 높이를 그림 14에서와 같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각각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그림14]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 예각/직각/둔각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표시한 그림(교육부, 2014c,

p.147)

[Fig. 14] A base and a height of acute/right/obtuse

triangle each(Ministry of education, 2014c, p.147)

그러나 이때 각각의 삼각형이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떤 삼각형인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러할 필

요도 없어 보인다. 수학적으로 보면 삼각형이 둔각을

가질 때만 꼭짓점에서 대변에 내린 높이가 외부에 존

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삼각형이든 가장 긴

변을 밑변으로 하면 높이는 삼각형의 내부에 있으므

로5) 둔각삼각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높이를 삼각형의

외부에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 교과서

에서 이를 주지시키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그림 9). 그것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무의미한 복잡함을 만드는 일일 것

이다.

5) 원론 1권 19번 명제에 의해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대각이

가장 큰 내각이며, 17번 명제에 의해 이때 그 이웃한 두 각

은 예각이 된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간단히 증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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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위의 그림에서의 설명은 하나의 삼각형

에 대해서 세 변 중 한 변을 밑변으로 선택하면 그에

따라 높이가 결정됨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주어진 그

림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삼각형 각각에 대해 밑변과

높이 한 쌍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삼각형

의 모양에 따라 밑변과 높이의 한 쌍이 결정된다는 오

개념을 만들 여지도 가진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동일한 삼각형에 대해 밑변과 높이는 세 쌍 존

재하며, 이 중 어느 한 쌍의 길이만 알아도 넓이를 구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을 도입하는 것이 위의 설

명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지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각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예각삼각형이

라는 말 속의 ‘예각(銳角)’은 뾰족한 각이라는 뜻을 가

지고 있고, 둔각삼각형이라는 말 속의 ‘둔각(鈍角)은

무딘 각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이 말이 ‘예각삼각

형’과 ‘둔각삼각형’에 가서 붙게 되면, 예각삼각형이라

고 해서 둔각삼각형보다 뾰족한 삼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예각삼각형인 정삼각형보다 10도

-10도-160도의 둔각삼각형이 보다 날카로운 모양을 가

지게 된다. 즉, 하나의 각에 대해 예각과 둔각의 뾰족

하고 무디다는 지각적인 이미지가 예각삼각형과 둔각

삼각형 전체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삼각형의 각

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내용 전개상, 혹은 지각적인

고려에 의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

로, 우리나라는 제5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문제를 지적한 연

구나 교육과정 문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국의 초등

학교 교과서 중에서도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

류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가 상당 수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제 중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고려해 보자. 중학교에

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이 직접 언급되는 곳은 원

론의 4권 명제 5에 해당하는 명제 즉, 삼각형의 세 변

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삼각

형의 세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는 사실의 증명

뿐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여기에서도

예각/직각/둔각삼각형으로의 분류가 증명에서 필수적

인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그 세 가지 경우별로 외심

의 위치를 특징지을 수 있었을 뿐이다. 고등학교에서

는 사인법칙의 증명에서 예각/직각/둔각삼각형의 세

경우가 나타나게 되지만 증명에서 경우를 나눈 기준은

한 각의 크기였을 뿐이다. 더욱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사인법칙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다.

결국 중등 교육과정까지 통틀어 보더라도 예각/둔각

삼각형은 내용 전개상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약속해 두

면 내용의 설명이 간결해지는 편리한 이름으로서의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

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예각/둔각삼각형의 분

류를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교

과서에 계속해서 다루고자 한다면 그 교육적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예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예각삼각형은 아니며 둔각삼각형에는 둔각

이 한 개만 있다는 언급이 그림 속에 나오지만(그림

2) 어떠한 탐구활동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지도서(교육

부, 2014d, pp.234-235)에는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

두 예각이어야” 하며, “둔각삼각형은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이므로 삼각형에 둔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

다는, 그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설명이 나올 뿐

이 정의에 대해 어떠한 활동 혹은 추론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해당 차시의 ‘마무

리’ 활동에 대해 지도서에서는 “주어진 삼각형을 보고

직관적으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구

분하여 쓰기”라고 설명한다. 이는 삼각형의 분류에 대

한 어떤 추론이 아니라 van Hiele 이론으로 말하자면

1 수준에 해당하는 지각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것이 차시의 마지막 활동임을 고려하면 교사들이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에 대해 지도해야 할 방향

을 더욱 모호하게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제5차 교육과정까지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은 중

학교의 교육내용이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내려온 도형 영역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

는 점에서도 이를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전

개상의 필연성은 없다고 보인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면, 단지 이후의 편의를 위한 용어로

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좀 더 의미 있는 탐구주제로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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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의 초등 교과서를 살펴봤을 때, 각의 크

기에 의한 삼각형의 분류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탐구와 추론의 맥락에서 다루는 경우들

도 있었다. 외국의 교과서에서는 변의 길이만 다루는

경우도 세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탐구 등 삼각형을 주제로 다

양한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Frank & Joanna(1998)과 같이 예

와 비례를 보고 예각/직각/둔각삼각형의 정의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활동은 시각적 정보가 아닌 각도의 정

확한 조건에 주목하게 해 준다. van Hiele 수준으로

설명하자면 1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2 수준에서 예각/

직각/둔각삼각형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는 특히

앞서 보았던 우리나라 지도서의 마지막 활동에 대한

설명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앞서 Carter 외(2012)에 제시된 바, 각의 크기와 변

의 길이를 동시에 조건으로 주고 삼각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살펴보았다. 교사용 교재인 Bassarear(2001)에

서도 비슷한 탐구활동을 소개하는데, 이 활동에서는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3가지(예각삼각형, 직각삼각

형, 둔각삼각형), 변의 길이에 대해서도 3가지(정삼각

형,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이므로 총 9가지의 조

합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한 후, 정삼각형이 동시에 직

각삼각형이거나 둔각삼각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을 인식하고 실제로 가능한 조합은 7가지임을 알아낸

다.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교육

과정에 걸쳐 제시되어 온 기하판 활동에서의 탐구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 직각을 가질 조건을 꼭짓점의 격자점 위치와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는 간단한 연역적

추론을 도입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둔각삼각형에서 둔각

이 하나 뿐인 이유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

는 조건 하에 추론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초등학교 수학의 내용 속에서 볼 때 삼각형의 각의 크

기에 의한 분류는 모든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

로 일정하다는, 같은 단원에서 앞서 배운 사실을 새로

운 지식의 획득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것은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 분류의 세 정의를 정확

히 이해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지만,

이러한 추론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교과서

에서도 명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동안 교육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루

어지면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당연히 다루는 것으로 여

기게 된 주제인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에 대

해 살펴보았다. 어떤 내용이 거듭해서 다루어지면 처

음의 문제의식과 도입 계기가 잊히는 경향이 있다. 홍

갑주(2013)는 비와 비율과 관련된 용어를 검토하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고민하여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이 그 후속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

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6

차 교육과정에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고자 했

으나 공식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었는데, 비슷한 맥락

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각각의 변경

사항마다 이러한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추후 교육과정

을 다시 개정할 때 본래의 취지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작할 때,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에도 그 기록은 기

준이 되는 자료로써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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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riangles by angle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We examined Korean 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e also examined foreign textbooks and the Euclid’s <Elements>.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classification is not indispensable from the mathematical and the perceptual 
viewpoint. It is rather useful for students to know the names of triangles when studying upper 
level mathematics in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classification 
be introduced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in the context of reasoning and inquiring as 
shown foreign textbooks, and example topics for the reasoning and inqu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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