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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수학 교과서에서 원주율의 속성과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주율 개념과 원의 넓이 측정 개
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한 교수학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원주율의 비율 속성의 개념적 이해를 도울 수 있
도록 원주율 정의 재고하기, 도입하는 측정 활동을 측도 속성이 부각되도록 재구성하기, 모든 원에서
일정하다는 상수 속성 부각시키기, ‘원주÷지름원주율’의 몫 속성을 의도적으로 유예하기, 무한 속성
에 따른 근삿값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원의
넓이 측정차원에서 좀 더 정밀한 원의 넓이 탐구하기, 원의 재배열 도형 구성을 위한 전략 탐구하기,
실무한을 토대로 재배열 도형 표현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원주율, 원의 넓이, 원주율 속성, 측정의 기본 개념, 국제 비교

Ⅰ. 서론

수학의 역사에서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좀 더 정확한 원주율의 근삿값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계
속되어 왔으며(Boyer, 1968; Cajori, 1905, 1917), 근삿값의 정확도가 한 사회의 수학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Beckmann, 2002). 원주율 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로서 지름과 원주라는 두
양의 곱셈적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수학의 역사에서는 원의 넓이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원주율 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이면서,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의 넓이와 반지름이 인 원의 넓이의 비이기도 하다. 특히, 후자는 주어진 원과 같은 넓이를 갖는 정
사각형의 작도 문제인 원적 문제와 연결되는 바, 원적 문제의 작도 불가능성에 대한 대수적 증명은
1882년 Lindemann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Smith, 1925). 그는 원주율 가 유리수 계수의
다항방정식의 근이 되는 대수적 수가 아닌 초월수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원과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
각형의 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도하였다. 원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의 초월수 속성이 밝혀진 바
와 같이,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개념들은 새로운 수학
적 지식의 발견과 확장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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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관한 수학적․수학사적 논의와 수학교육
적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주율 의 근삿값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연구
(Seitz, 1986; Velasco, Román, Gonzalez & White, 2006)와 원주율과 원이 넓이 측정의 역사를 기술한
연구(Schepler, 1950; Scott, 2008)들이 해당한다. 후자의 국내 연구로는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서의 원주율과 원의 넓이 단원을 분석한 강완(2001)의 연구와 ‘3보다 약간 큰 수’로 원주율의
근삿값을 도입할 것과 부득이 3.14를 사용할 때는 계산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강문봉(2001)의 연구
가 있다. 최근에는 초등수학 영재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원주율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여, 상
당수의 학생들이 ‘원주율 ’라는 제한된 도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율과 그 근삿값을 구
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강향임과 최은아(2015)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지름을 단위 길이로 하여
원주를 측정한 값으로서 원주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공학적 도구를 사
용한 직관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Baturo와 Nason(1998)이 예비교사 대부분이 원의 넓이
공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수학교실에서 공학적 도구
를 활용하여 의 근삿값을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으로 탐색하도록 한 Santucci(2011)의 연구와 원주율
에 대한 수학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것을 제안한 Ofir(1991)의 연구가 있다.
현재 학교수학에서의 원주율과 원의 넓이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지도되고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6학년 교과서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학년 2학기로 이동하여 지도될 예정이다. 기
존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새로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지
만(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새로이 추가된 교수ㆍ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주율을 나타내는    등은 정확한 값이 아님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유의사항은 강문봉(2001)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내용들
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학생들의 학습
된 지식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르칠 지식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교과서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원
주율과 원의 넓이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교과서가 원주율 개념을 어떻게 도입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근삿값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 원의 넓이
를 어림하는지, 원의 넓이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원주율과 원의
넓이 지도방안에 대한 다른 나라 교과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집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방정숙, 이지영, 이상미, 박영은, 김수경, 최인영, 선우진, 2015; 이승은, 이정은,
박교식, 2018)들은 수행된 바 있지만, 원주율과 원의 넓이의 지도방안을 다른 나라 교과서와 비교 분
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수학 교과서에서 원주율의 여러 속성과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원주
율과 원의 넓이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먼저 교과서 분석틀 설정을 위하여 원주
율 개념과 원의 넓이 측정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원주율 개념의 여러 가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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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향임과 최은아(2015)는 Baravalle(1969), Beckmann(2002), Boyer(1968), Smith(1925) 등의 수학사
문헌과 Burke & Taggart(2002), Linn & Neal(2006), Scott(2008), 구광조와 라병소(1997), 최영기와 홍
갑주(2008) 등의 연구들을 요약하여 원주율 의 의미를 측도, 상수, 무리수, 초월수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수학사 문헌과 연구 논문들을 재분석하고 초등수학으로의 교수학적 변환을 고
려하여 강향임과 최은아(2015)가 제시한 원주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원주율 속성으로
재정리하였다. 또한 원주율의 각 속성을 교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2009 개정에 따른 교과서(교육
부, 2017)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 검토본 교과서(교육부, 2018)에서 각 속성이 어떻게 드러
나고 있고, 또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원주율의 가장 기본적 속성은 비율 속성이다. 원주율은 보통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로 정의된다. 즉 원주율은 지름과 원주라는 길이 속성을 가진 두 양의 곱셈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서로 동일한 양의 비인 곱셈적 비교 관계이므로 Freudenthal(1983)이 말하는 내적비이며, Lobato와
Ellis(2010)가 구분한 동일한 단위를 가진 두 양의 비교인 ‘ratio’에 해당한다. ‘율’과 ‘도’를 구분하는 우
리나라의 경우에 원주율은 동질량 사이의 비이므로 ‘율’에 해당한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지름에 대
한 원주의 비의 값’이었던 원주율의 정의가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로 변화
되었다. 이런 변화는 비와 비율, 비의 값 용어의 혼동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의 지적을 반영하여
‘비의 값’ 용어를 ‘비’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주율은 측도 속성을 가진다. 즉 지름을 단위로 하여 원주를 측정할 때 원주가 지름의 몇 배

인지를 수치화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둥근 물체의 원주와 지름
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하여 원주율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서는 지름과 원주의 길이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원주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2009 개정, 2015 개정 교과서 모두 지름과 원주의
길이를 재서 측정값을 얻은 것으로 측정활동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도
록 하는 계산활동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름과 동일한 길이의 실 또는 끈을 직접 둥근 물체에
감아봄으로써 총 몇 번의 단위 반복이 있는지 세는 활동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원주율의 측도 속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원주율은 상수 속성을 가진다. 물론 이 상수는 기호 로 표현된다. 사실 원주율의 비율 속성

은 상수 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주율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로 정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원은 닮은 도형이므로, 동심원의 경우 두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구광조, 라병소, 1997). 이와 같은 원주율의 상수성은 아르키메데스
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그는 원의 넓이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상수 라
는 사실로부터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가 상수 임을 밝혀냈다(Linn & Ne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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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5 개정 교과서의 원주율 정의 자체에서는 상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사전 측정활
동에서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와 지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풍선 형식의 보조설명이 있
을 뿐이다.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는 일정합니다. 이 비의 값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라고 정의했던 2009 개정 교과서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넷째, 원주율은 몫 속성을 가진다.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몫 속성 또한 원주율의 비율 속성에 내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과서 모두 비율로서의 원주율을 정의한 후
에 ‘원주÷지름원주율’이라는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율 정의 직후에 원주율을 나눗셈
식 또는 몫인 분수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교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두 양의 곱셈적 관계, 즉 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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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양의 몇 배인지를 의미하는 비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는 몫을 계산하는 절차적 이해를 강조
하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원주율은 무한 속성을 가진다. 주지하다시피 원주율 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며, 1767

년 Lambert에 의해 가 무리수임이 증명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에 내접하는 정96각형과 외접하는

정96각형의 둘레를 이용하여 원주율 가 

과 

사이에 있다는 것을 유도하였으며, 상당히 정밀

한 근삿값 를 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과 외접하는 다각
형의 변의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정확도를 가진 원주율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아르
키메데스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이다. 최영기와 홍갑주(2008)는 재귀적 알고리즘을 통해 근삿값의 정밀
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원주율의 근사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아르키메데스 방법과 다른 방법과의 질
적인 차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주율의 무한 속성에 대해서 2009 개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과서 모
두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와 같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과서에는 ‘필요에 따라    등으로 줄여서 사용합니다’라는 설명을 추가하
고 있는데,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영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2.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

Stephan과 Clements(2003)는 학생들이 측정의 절차뿐 아니라 측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원의 넓이를 잰다는 것은 일종의 측정 활동이므로, 원의 넓이 측정은 다른 평면도형의 길이나
넓이 측정에서의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이해해야 한다. 측정이라는 것은 단위를 설정하고 이 단위를
반복하여 도형을 덮을 수 있는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평면도형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정사각형과 같은 보다 작은 단위로 평면도형을 분할하고 단위 넓이로 영역 전체를 덮음으로써
전체 영역을 단위와 비교하는 것이다(Reynolds & Wheatley, 1996). 2차원 측정인 넓이 측정에 핵심적
인 개념 또는 요소들을 구분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Baturo와 Nason(1996)는 단위
의 이해, 단위넓이로 덮기, 변형에 따른 넓이의 보존을 이야기하였고, Lehrer, Jaslow와 Curtis(2003)는
단위 확인, 단위의 분할, 단위 반복, 단위로 덮기, 단위의 가법성, 영점 확인, 측정의 정확성 인식, 배열
로 범주화하였다. Stephan과 Clements(2003)는 분할, 단위 반복, 보존, 배열구조로 설명한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측정의 기본 요소 또는 기본 개념은 단위로의 분할
과 단위 반복, 재배열, 배열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면, 최은아와 강향임(2015)가 추가한 개념인 어림과 실무한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개
념을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이라 하고 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할 개념은 도형을 동일한 크기의 단위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단위 반복 개념은 선정한 단위로

도형을 빈틈없이, 겹침 없이 반복적으로 덮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는 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분할된 단위의 개수를 세는 과정
이 따라와야 한다. 1차원 선분의 경우라면 1차원의 단위로, 2차원 평면은 2차원 단위로, 3차원 입체는
3차원 단위로 분할이 수행된다. 2015 개정 교과서를 비롯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즉 를 사용한다. 물론 이 단위 넓이의 종류는 맥락에 따라 조
정가능하다. 분할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영역을 같은 크기로 분할한다는 아이디어이다. 최은아와
강향임(2015)의 연구에서 약 35%의 예비교사들이 직사각형이나 작은 원,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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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으로 원을 분할하였다. 이와 같이 적절하게 단위넓이로 분할하지 못한 결과는 그동안 측정 지도
가 분할 활동을 생략한 채 도형을 덮고 있는 단위넓이의 개수를 세는 활동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을 보여준다. Outhred와 Mitchelmore(2000)에 따르면, 단지 세는 활동만을 강조하는 수업은 길이 측정
과 넓이 측정의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못함으로서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인 배열구조의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재배열 개념은 분할된 조각을 다른 모양으로 다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열구조는 재배열된

도형 또는 모양에서 배열의 구조적 특징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열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넓
이 공식을 알고 있는 도형(일반적으로 직사각형)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며, 배열구조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반복을 통해 도형을 재인식함으로써 넓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재배열은 어떤 도
형을 잘라서 다른 모양으로 재배열해도 그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최은
아와 강향임(2015)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이 원을 분할한 부채꼴의 짝을 맞추지 않고 배열
하거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하는 것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의 넓이 측정 과정에서 재
배열의 경험을 통한 도형의 넓이의 보존 및 등적변형을 이해하는 활동과, 배열의 특징을 구조화함으
로써 넓이를 각 길이들의 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어림과 실무한 개념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에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원의 넓

이는 단위넓이를 이용한 어림과 외접․내접 정다각형을 이용한 어림을 이용한다. Stephan과
Clements(2003)는 학생들이 비정형 도형의 넓이를 측정하는 활동에서 단위 넓이 정사각형보다 작은
부분들을 모아서 근사적으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원의 경우에는 원의 경계 부근에 단위넓이 정사각형이 아닌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어림 개념
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정밀한 근삿값을 얻기 위한 오차 줄임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어진 단위를 세분화한 좀 더 작은 단위넓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2차와 4차 교육과정에서는 1㎠ 단위넓이뿐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0.5㎝인 정사
각형, 즉 0.25㎠ 단위넓이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 당연히 후자가 전자보다 더 정밀한 원의 넓이의 근
삿값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 측정에서 외접․내접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늘려감으로써 좀
더 정밀한 근삿값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실무한 개념은 원을 한없
이 잘게 분할한 부채꼴 조각을 재배열하여 직사각형으로 등적변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
이다. 물론 어림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외접․내접 정다각형의 변의 수를 무한대로 증가시
켜도 완전한 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채꼴을 한없이 분할한다 해도 직사각형 모양이 될 뿐
직사각형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오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최은아와 강향임(2015)의 연구에서
실무한의 관점에서 원의 넓이를 인식한 학생은 12명(2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사적으로
Antiphon에서 시작되어 Eudoxus, Euclid를 거쳐 Archimedes로 이어진 실진법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무한의 과정이 완결된 실무한의 측면에서 이해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더욱이 초등학교 수학
에서 실무한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원과 재배열된 직사각형의 관계
를 등적변형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원을 한없이 잘게 분할하여 재배열하는 과정이 완결되어 결국 직
사각형이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세심한 교수학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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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수학 교과서가 원주율의 여러 가지 속성과 원의 넓이 측정
의 기본 개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국가들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국제 비교 대상으로 선정
된 바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원주율과 원의 넓이를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반면에
미국은 중학교에서 처음 지도한다. 따라서 전자 3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후자 미국의
경우에는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새로운 5, 6학년 수학교과서
가 적용되는 관계로, 현재 현장 검토 중에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6학년 2학기 교과서의 현
장 검토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정 교과서 또는 민영교과서 체제인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경우에는 각국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 여부, 현지에서의 채택 정도, 최근 국가 간 교과서 비교연구에
서 선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 개정된 学習指導要領에
따른 ‘新編 新しい算 5下, 6’을 선정하였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12년에 발표된 Mathematics
Syllabus Primary one to six에 따른 ‘My pals are here! Maths 6B’를 선정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에 공포된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CCSSM]를 반영한 ‘Saxon Math
Course 1’을 선정하였다.

국가 교과서명 출처
한국 수학 6-2 교육부(2018)
일본 新編 新しい 算數  5下, 6 藤井斉亮 外(2015a), 藤井斉亮 外(2015b)
싱가포르 My pals are here! Maths 6B Kheong, Soon & Ramakrishnan(2017)
미국 Saxon Math Course 1 Stephen Hake(2012)

<표 Ⅲ-1> 분석 대상 및 출처

2. 분석 기준

II장에서 살펴본 원주율 개념 및 속성,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 등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표 Ⅲ-2>와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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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분석의 초점
지도 계열
및 성취기준

ㆍ원주율과 원의 넓이의 지도는 어떻게 계열화되었는가?
ㆍ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대한 성취기준은 어떠한가?

원주율 개념
및 속성

ㆍ원주율을 도입하는 활동에서 원주율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ㆍ원주율의 정의 및 설명에서 비율, 측도, 몫, 상수 속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ㆍ원주율의 정의 및 설명에서 무한 속성은 어떻게 드러나며, 원주율의 근삿값은 어떻게 제시
되는가?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

ㆍ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할, 단위 반복, 어림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ㆍ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재배열, 배열구조, 실무한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표 Ⅲ-2> 분석 항목 및 분석의 초점

‘지도계열 및 성취기준’ 항목에서는 각국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원주율과 원의 넓이의 지도 시기와
편제 영역을 포함한 지도 계열과 성취기준을 살펴본다. ‘원주율 개념 및 속성’ 항목에서는 원주율의
도입 활동과 개념 설명에서 비율, 측도, 몫, 상수, 무한 속성 등 원주율의 다의적 속성들이 어떻게 드
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 항목에서는 분할, 단위 반복, 어림, 재배열,
배열구조, 실무한 등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Ⅳ. 분석 결과

1. 지도 계열 및 성취기준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 일본의 2008년 개정 学習指導要領(文部科学省, 2008), 싱
가포르의 2012년 Mathematics Syllabus Primary one to six(Ministry of Education, 2012), 미국의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CCSSI, 2010)를 살펴본 결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관한 성취
기준(또는 내용, 학습경험, 규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은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대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교육과정의 지도 계열과 편제 영역, 지도 시기, 성취기준을 정리한 표이다.

지도 계열 지도학년 영역 성취기준(내용, 학습경험, 규준)

한국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비, 비율
→원주율과 원의 넓이

6학년
2학기

측정

․ 여러 가지 둥근 물체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
는 활동을 통하여 원주율을 이해한다.

․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일본

비율
→평면도형의 성질

5학년
2학기

도형 ․ 원주율에 대해 이해한다.

평면도형의 넓이
→어림한 넓이
→ 원의 넓이

6학년
1학기

양과
측정

․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Ⅳ-1> 각국 교육과정의 지도 계열 및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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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율의 선행 개념은 그 정의로부터 비와 비율, 평면도형의 둘레라고 할 수 있으며, 원의 넓이의
선행개념은 평면도형의 넓이와 어림, 원주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
의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위계 관계에 따라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비, 비율→ 원주율→
원의 넓이’ 순서로 계열화하여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주율의 선행개념인 비율에 대해
서 4개국 모두 ‘B는 A의 몇 배’라는 동일 속성의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로서 도입하고 있었다. 비
율의 지도시기 또한 원주율을 지도하는 학기에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다만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원주율을 배운 직후에 원의 넓이를 지도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단원에서 지도
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지도 학년까지도 달리해서 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 검토본 교과서에 의하면, 원주율과 원의 넓이가 6학년

2학기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6학년 1학기에 편성되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변화로, 원의
넓이 단원의 후속 단원 또한 변화되어 원기둥, 원뿔, 구 단원이 이어진다. 원 관련 평면도형의 측정
학습을 확장하여 원 관련 입체도형의 학습이라는 점에서 연계성 강화의 측면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초등학교에서의 원 관련 입체도형의 학습은 측정이 아니라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는 것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마저도 중학교로 이동한 상태이다. 한편 싱가포르의
지도 계열과 지도학년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은 다른 3국과 달리, 초등학교에서 평면도형의
넓이와 비, 비율을 학습한 이후에 중학교 7학년이 되어서야 원주율과 원의 넓이를 지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반면에 일본은 원주율과 원의 넓이를 5, 6학년에 나누어 지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율의 지도

계열 또한 다른 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특이하게도 원주율이 원의 넓이 단원에서 먼저 지도되는 방식
이 아니라, 5학년 2학기에 정다각형의 성질을 학습한 직후에 원주율이 지도되고, 원의 넓이는 별도로
6학년 2학기에 지도되고 있다. 이는 일본 교과서가 원을 등분하여 정다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학습
한 이후에, 정다각형을 원의 중심을 꼭지각으로 하는 이등변삼각형으로 분할하여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십이각형을 12개의 이등분삼각형으로 분할한 후
이등분삼각형의 밑변에 12를 곱하여 정십이각형의 둘레를 구한다. 이를 다시 지름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에 근사할 것으로 보고 원주가 지름의 약 3.1배가 됨을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원에 근사하게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다각형의

싱가
포르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비, 비율
→원(원주, 원의넓이)

6학년
2학기

측정
과
기하

․ 여러 가지 원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기

․ (지름
원주 )의 값을 계산기로 구하기

․ 근삿값이 3.14 또는 

임을 관찰하기

․ 원(바퀴)을 직선을 따라 한 바퀴 굴린 거리
측정하기
․ 모눈종이를 사용하여 원의 넓이 어림하기
․ 원을 24조각으로 나누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원의 넓이 구하기

․ 원의 넓이와 정사각형 넓이 연결하기

미국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비, 비율
→원주, pi()
→원의 넓이

7학년 기하

․ 각도 측정, 넓이, 겉넓이, 부피와 관련된 실생
활용 및 수학 문제 해결하기

․ 원의 넓이와 둘레에 대한 공식을 알고 문제해
결하기, 원주와 원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비
형식적으로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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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 원주율에 근사한다는 것을 유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교과서가 원주율을 정다각형의 성질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일본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기준으
로 원주율이 ‘양과 측정’ 영역이 아닌 ‘도형’ 영역에 편제되었음을 의미한다(<표 Ⅳ-1> 참조). 일반적
으로 원주율이 지름과 원주라는 서로 같은 종류의 두 양의 몫으로 나타내지는 내포량으로서 측정 영
역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각국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学習

指導要領 6학년 ‘내용’에는 ‘원주율의 이해’와 ‘원의 넓이 구하기’로 아주 간략하게 기술되어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여러 가지 둥근 물체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한 원주율의 이해를 기술함으로써 직접적인 측정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관찰과 실험
을 통해 확인하기 등의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한 개념 학습과 다양한 정당화 활동을 강조하는 최근의
수학교육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Mathematics Syllabus Primary one to
six의 6학년 ‘학습경험’은 보다 구체적인 학습활동들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Ⅳ-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총 7가지의 학습경험은 원주와 지름 측정 활동,  값의 계산기 사용 활동, 모눈종이를
사용한 어림 활동 등을 포함한다. 특히, 원을 부채꼴로 분할하는 활동에 대해 24조각으로 나누어 직사
각형을 만든다는 지침이 있을 정도로 상세하며, 원의 넓이 계산 공식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CCSSM)
의 7학년 규준은 원주율과 원의 넓이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술함으로
써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 원주율 개념 및 속성

Ⅱ장 1절에서 살펴본 바 있는 원주율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다의적 속성을 기준으로 각국의 교과서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교과서가 원주율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4개국 모두 직접 측정 활동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는 종이 자에 원 모양의 바퀴를 직
접 굴려 원주를 측정하는 활동과 원주의 측정값이 지름의 측정값의 몇 배인지를 계산하는 활동이 제
시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교과서 또한 여러 가지 둥근 물체의 원주와 지름을 실이나 끈 등
을 이용해 직접 측정하는 활동으로 도입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계산 활동이 제시되는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는 계산
활동이 제시되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지름과 원주의 곱셈적 관계에 주목하는 비율 속성을 강조하는
계산 활동이고 후자는 원주와 지름으로부터 원주율을 구하는 계산 과정에 주목하는 몫 속성을 강조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싱가포르 교과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의 원주와 지름을 직접 측정
하도록 하는 한국, 일본, 미국 교과서와 달리, 끈을 이용해서 측정한다는 기술만 보일 뿐이지 측정한
값을 요구하는 활동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림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와 지름이 제시된 표에
이미 주어진 상태이므로, 학생들은 나눗셈 계산 활동만을 수행할 뿐이다. 이는 원주율 개념을 발생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반면에 지름 길이의 끈을 단위
로 하여 원 둘레를 직접 감싸면서 원주가 지름의 약 3배가 넘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미국 교과서
의 활동은 측도 속성이 가장 잘 부각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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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과서 일본 교과서

싱가포르 교과서 미국 교과서

[그림 Ⅳ-1] 각국 교과서의 원주율 도입 활동

각국 교과서의 원주율 단원의 구성은 공통적으로 원주율의 도입 활동에 이어서 원주율 정의와 설명
이 제시되는 방식을 따른다. 원주율 개념에 대한 정의와 설명에서 드러나는 원주율의 비율, 측도, 몫,
상수, 무한 속성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율의 비율 속성에 대해서 각국의 교과
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Ⅳ-2]의 한국 교과서는 원주율의 정의를 ‘원의 지름에 대한 원
주의 비’라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교과서는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라고 기
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원주율을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로서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 정의의 형식적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
주율 개념을 ‘A에 대한 B의 비’라는 비의 정의 형식에 맞추어 기술하고 있는 한국 교과서가 형식적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 교과서는 ‘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B는 A의 몇 배’
라는 형식으로 원주율을 정의함으로써, 곱셈적 관계로서의 비율 속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교과서 또한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 수’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교과
서와 동일한 설명방식이다. 반면에 싱가포르 교과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름과 원주의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인 비율 속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원주율을 ‘B를 A로 나눈 값’, 즉 ‘원주를 지
름으로 나눈 값’으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지름  (원주율)’라는 계산식을 제시하는 것
은 한국과 일본 교과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싱가포르 교과서는 별도의 원주율 개념의 정의 없이 ‘몫’을
구하는 계산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싱가포르 교과서가 개념적 접근보다는
계산식을 강조하는 절차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싱가포르 교과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원주율 기호인 ‘’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조기에 도입하고 있

다는 점이다. 물론 영어권 국가인 만큼 기호 ‘ ’를 ‘pi(파이)’라고 읽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영어권 국
가인 미국 교과서 또한 원주율 기호 ‘’를 도입하고, 이를 ‘pi’라고 읽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미 Ⅲ장과 Ⅳ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원주율에 대한 학습을 다른 나라에
비해 한 학년 늦은 7학년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미국은 싱가포르처럼 기호 ‘’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
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중학교 1학년에서 도입하고 있는 한국과 도입 시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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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과서 일본 교과서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를 원주율이
라고 합니다. 원주율은 약 입니다.

원주율  원주 ÷ 지름

싱가포르 교과서 미국 교과서

모든 원의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은 항상 같습니다.

그 수를 라고 하고, ‘pi'라고 읽습니다.

원주 ÷ 지름  

[그림 Ⅳ-2] 각국 교과서의 원주율에 대한 정의 및 설명

둘째, 원주율의 측도 속성은 원주율을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라고 정의하는 일본
과 미국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는 A의 몇 배’라는 정의 형식이 A
와 B의 비율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측정 상황에서 지름을 단위로 하여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잰
다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교과서는 원주율의 측도 속성을 측정 활동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바, [그림 Ⅳ-1]은 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끈을 만들어 이 끈을 단위로 하
여 원 둘레를 감아보는 측정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원 모양의 물체를 굴리거
나 종이자를 이용한 측정 활동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원주와 지름의 측정값을 얻는 측정 활동
에 머무르고 있다. 두 측정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질문으로 인해 측정 활동은 조
기에 종료되고, 계산 활동으로 급속히 전환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위의 확인과 단위 반복, 세기 전략
에 의한 측정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더욱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라고 원주율을 정의
하는 한국의 경우는 ‘비’라는 용어로 인하여 비율 속성이 강하게 인지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측도 속성
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마치 어떤 대상에서 두드러지는 개념이 그 대상을 다른 개념으로 해
석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선행 개념의 방해 현상과 유사하다. 즉 원주율 개념을 해석하는데 먼저 사용
된 비율 속성이, 또 다른 속성인 측도 속성의 관점에서 원주율을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 발
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A에 대한 B의 비’라는 비의 정의 형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원주율을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는 싱가포르 교과서 또한 ‘A를 B로 나눈 값’이라는 정
의 형식으로 인하여 원주율을 비율 속성이나 측도 속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방해받는다.
셋째, 원주율의 상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싱가포르와 미국 교과서이다. [그림 Ⅳ-2]의 싱가포르

교과서에는 ‘모든 원의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은 항상 같다’는 설명이 있으며, 미국 교과서에는 ‘원
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에 대한 답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다. 는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수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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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그림 Ⅳ-2]의 한국과 일본 교과서의 정의와 설명에서는 상수 속성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도입 활동에서는 원주율의 상수 속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림 Ⅳ-1]에 제시된 한국 교과서의 도입 활동에는 크기가 서로 다음 두 원 조각의 지름과 원
주를 재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와 지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다’는 보조설명이 말풍선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다. 일본 교과서 또한 ‘어떤 크기의 원도 지름과 원의
비율은 같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이 설명들이 원주율의 상수성에 대한 유일한 언급
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싱가포르 교과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세 나라의 경우에 원주율이 일정하
다는 상수 속성은 단지 일회적 설명으로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원주율이 지름에 대한 원주
의 비로 정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초등학생
들이 비율 속성으로부터 상수 속성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교과서는 원주율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것을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원주율의 몫 속성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 교과서는 원주율의 정의 이후에 ‘원주÷지름  원주
율’이라는 계산식을 제공하며, 싱가포르 교과서는 ‘원주÷지름   ’라는 계산식을 제시한다. 반면에
미국 교과서에서는 원주율 를 계산하는 그 어떤 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주율의
비율 속성과 측도 속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뿐, 몫으로서의 분수나 나눗셈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는
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교과서가 원주율의 개념 정의를 ‘몫’의 계산식으로 대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교과서가 절차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과 일본 교과서 또한
원주율의 정의 이후에 조급하게 원주율을 몫인 분수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비율
로서의 원주율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지가 의문이다. 이는 우정호
(2017)가 지적한 바 있는, ‘비를 조급히 몫인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초등수학에서 가장 수학적인 내용
인 비에 대한 통찰을 어렵게 하고 그 논리적 지위를 낮추는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된다.
다섯째, 원주율의 무한 속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속성이었다.

[그림 Ⅳ-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와 같이 끝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율을 나선형 모양의 그림으로 제시함으로써 원
주율이 무한소수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율이 무한소수라는 것은 실제 상
황에서 원주율의 근삿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 교과서는 ‘필요에 따
라    등으로 줄여 사용합니다’라는 설명으로 원주율의 근삿값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원주율의 근삿값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다. 이는 2015 개정 수학 교육과정의 교수ㆍ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중의 하나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등은 정확한 값이 아님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예를 들어, 주어진 상황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최대한 빨리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과 같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근삿값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정확한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정밀한
근삿값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문제들은 원주율의 근삿값을 학생들이 선택하도
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율  , 원주율  , 원주율  ’ 형태로 원주율의 근삿값을 미리 지정
해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원주율의 근삿값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게 함
으로써 근삿값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력과 적용력을 신장시키는 경험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일본 교과서는 원주율 정의에서는 무한 속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근삿값만을 언급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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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주율은 약  ’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원주율 차시의 말미의 읽기자료 <수학 이야기>에서
원주율이 끝이 없는 무한 소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원주율의 무
한 속성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Ⅳ-2]에서 알 수 있듯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수가
항상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바로 를 조기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대신에  또는 

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제시될 뿐, 이 값들이 근삿값이라는 설명이나 무한소수

를 의미하는 부연 설명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하게 원주율 개념과 기호 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는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다. 미국 교과서에는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에 대한 정확한

값은 분수나 소수(유한소수)로 표현될 수 없고, 근삿값으로 이나  , 

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수학자들은 원주율을 나타내는 기호 를 사용한다는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 일본 교과서

미국 교과서

[그림 Ⅳ-3] 한국, 일본, 미국 교과서의 원주율의 근삿값에 대한 추측 활동

싱가포르를 제외한 3개국은 원주율의 근삿값을 추측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3]에 따
르면, 한국은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과 정육각형의 둘레를 원주와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원주율
이 3과 4 사이에 존재함을 추측한다. 일본은 원에 내접하는 정십이각형의 둘레를 원주와 비교하는 방
법으로 원주율이 약 임을 추측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의 둘레를 지름 길이의
실을 단위로 하여 몇 번 감을 수 있는지를 추측하는 활동을 통해 원주율의 근삿값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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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의 넓이와 측정 개념

Ⅱ장 2절에서 살펴본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인 분할, 단위반복, 재배열, 배열구조, 어림, 실무
한 개념을 기준으로 각국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의 넓이 측정에 있어서 각
국 교과서가 분할과 단위 반복 개념을 활용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교과서 일본 교과서

 

 

싱가포르 교과서 미국 교과서

[그림 Ⅳ-4] 각국 교과서의 원의 넓이 측정에서 사용된 분할과 단위반복 개념

[그림 Ⅳ-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교과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단위 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만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
어, 한국 교과서에서는 원을 1cm 간격 격자가 그려진 모눈종이 위에 원을 그린 다음, 원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모눈의 개수와 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눈의 개수를 세는 활동을 통하여 원의 넓이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교과서는 원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모눈의 개수에 원

에 걸쳐 있는 모눈의 개수의 

을 더하여 4배한 값으로 어림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과서도 이와 유사

하며, 다만 원에 걸쳐 있는 모눈의 넓이가 반보다 크다면 포함시켜 세고, 적다면 세지 않는다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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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는 차이가 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경우에 원의 넓이를 추측하고 어림하여 하나의 근
삿값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근삿값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등식으로
범위를 나타내는 방식을 선택한다.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좀 더 정밀한 근삿값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그림 Ⅳ-4]의 일본 교과서에서 단위 넓이 1로의 분할과 단위 반복에 의한 세기 전략에
의한 방법 이외에 차별화된 접근을 찾아볼 수 있다. 원을 16개의 부채꼴로 분할할 때 만들어지는 이
등변삼각형의 넓이를 근사적으로 구한 다음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방법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이
때의 단위는 한 이등변삼각형의 넓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위는 총 16번 반복된다. 또한 미국 교과
서에는 반지름이 10mm인 원의 넓이와 한 변의 길이가 10mm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설명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추후에 형식화되는 원의 넓이 공식 이 정사각형 넓이 을 기
준으로 배(약 배)의 곱셈적 관계가 있음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
로 미해결 질문이었던 원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일본 교과서에도 이와 같은 의도로 동일한 발문이 본
문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Ⅳ-5] 참조).
이와 같이 원의 넓이 측정에 있어서 어림 개념은 원 자체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측면에

서, 원을 단위 넓이로 분할하고 원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림 개념은 한국, 일본, 미국 교과서에서 원의 넓이를 도입
하는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Ⅳ-5]를 보면, 한국과 일본 교과서 모두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를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과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비교하여 어림하고 있다. 다만,
일본 교과서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시 방식은

넓이가 인 정사각형 4개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 교과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정

사각형 넓이 과 원의 넓이 을 배의 곱셈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한국 교과서 일본 교과서

미국 교과서

[그림 Ⅳ-5] 한국과 일본 교과서의 원의 넓이 도입 활동에서의 어림 개념

다음 [그림 Ⅳ-6]은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인 재배열과 배열구조 개념이 드러나는 한국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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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르 교과서의 사례이다. 먼저 한국 교과서는 원을 8등분, 16등분, 32등분, 64등분하여 분할된 부채
꼴을 잘라 이어붙이는 활동을 통해 원이 직사각형으로 등적변형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중심을
지나는 지름으로 원을 분할하여 얻은 단위 부채꼴들은 상하 대칭성을 유지하며 재배열되고 결국 직사
각형으로 재구성된다. 이후 구성된 직사각형의 배열 구조를 파악하는 탐구활동이 요청되는 바, 학생들
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주의 반이고, 세로의 길이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의 넓이 측정에서 재배열과 배열구조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은 일본과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한국과 일본 교과서는 등분할과 재배열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분할 단계에서는 만들
어지는 도형이 평행사변형 모양이었던 것이 분할의 개수가 늘어가는 높은 수준의 분할 단계에서는 점
차적으로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배열 방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 교과서는 재배열
도형의 양끝에 위치할 부채꼴을 이등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재배열 도형의 모양이
평행사변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직사각형 모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배열구
조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교과서 모두 학생들로 하여금 배열구조를 파악하도록 직접
적으로 유도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원의 어떤 부분의 길이와 같은가?’와 같은
질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한

국

싱

가

포

르

[그림 Ⅳ-6] 한국과 싱가포르 교과서의 원의 넓이 측정에서 사용된 재배열과 배열구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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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일본 교과서가 추가로 제시하는 원의 재배열 방법

덧붙여 일본 교과서가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원의 재배열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교과서
의 원의 넓이 차시의 말미 <新発見>에는 [그림 Ⅳ-7]과 같은 원의 재배열 방법 두 가지가 심화 내용
으로 제시되어 있다. 왼쪽 그림은, 일단 원을 부채꼴로 한없이 분할하여 만든 삼각형들의 밑변을 하나
의 직선 위에 놓은 다음,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는 원리에 의해 세 번째 그림의
큰 삼각형으로 재배열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오른쪽 그림은, 끈을 감아 원 모양을 만든 다음 반지름으
로 잘라내어 한없이 많은 띠를 얻고, 이를 다시 삼각형으로 재배열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전자는 분할
과 단위 반복을 통한 재배열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동일한 형태의 분할이 행해지지 않
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 교과서가 원의 다양한 재배열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원
의 넓이의 지도 목표가 단순히 넓이 공식에 대한 절차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넓이 공식이 유도되는
원리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7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원을 직사각형으로 재

배열하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원을 직사각형으로 등적변형하는 내용은 8학년 교
사용 지도서에서 교사들의 수학적 배경지식으로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였다. 미국 교
과서의 이러한 선택은 원을 직사각형으로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무한 개념, 특히
실무한 개념을 7학년에서 조기에 다룸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조치라고 추측가능하다.

한국 교과서 일본 및 싱가포르 교과서

[그림 Ⅳ-8] 한국과 싱가포르 교과서의 원의 넓이 측정에서 사용된 실무한 개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싱가포르 교과서는 직사각형으로의 원의 등적변형을 다루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학적 변환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그림 Ⅳ-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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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 교과서는 원을 한없이 잘라 이어 붙여서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설명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에 사용된 도형은 ‘직사각형’이 아닌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학생들로 하여금 원을 한없이 잘
게 분할하여 재배열한 도형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도형이 될 뿐 영원히 직사각형이 되지는 못한다는
생각, 즉 원과 재배열된 직사각형 사이에는 언제나 오차가 존재한다는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초등학생들이 실무한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Ⅳ-8]의 일본 및 싱
가포르 교과서의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 일본 교과서는 원을 재배열하는 활동에서는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의 넓이 공식을 유도하기 직전에는 ‘원을 배열한
도형을 직사각형으로 보고 …’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우에도 ‘가능한 많이 원을 잘라
다시 배열하면, 이와 같은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라는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요컨대 한국 교과서는 원을 잘게 분할하는 과정이 한없이 계속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재배열한
도형 또한 직사각형에 가까운 도형이라는 생각, 즉 가무한의 관점을 벗어나기 힘든 방식으로 기술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원과 재배열된 직사각형의 관계를 등적이 아니라 등적에
가까운 관계 정도로 이해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과 싱가포르 교과서는 원을 한없이 잘
게 분할하여 재배열하는 과정이 완결되어 결국 직사각형이 되었다는 생각, 즉 실무한 개념을 사용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원주율은 기하학 분야뿐 아니라, 수론, 통계학, 해석학 등 다양한 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값이다. 원의 넓이 또한 초등학교 수학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 평면도형
과 입체도형의 성질과 측정, 미분과 적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 개념이다. 본 연
구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수학 교과서에서 원주율의 속성과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6학년 교
과서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 검토본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원
의 넓이는 각국의 교육과정에서 측정 영역 또는 이를 포함하는 기하 영역에 편제되어 있으며, 한국과
싱가포르는 6학년 2학기에, 일본은 6학년 1학기에, 미국은 7학년에 원의 넓이를 지도하고 있다. 원주
율은 대부분 원의 넓이를 다루기 전에 선행 개념으로 지도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일본만이 원주
율을 측정 영역이 아닌 도형 영역에 편제하여 5학년 2학기에 정다각형의 성질들과 함께 지도하고 있
었다. 각국의 최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교과서가 원주율 개
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원의 넓이가 토대로 하고 있는 측정의 기본 개념들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라고 정의하고 있는 원주율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A

에 대한 B의 비’라는 비의 정의 형식에 맞추어 원주율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였
으며, 일본과 미국은 ‘B는 A의 몇 배’라는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두 방식 모두 지름과 원주의 곱
셈적 관계라는 원주율의 비율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과서의 원주율
정의의 형식적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이 반드시 학생들의 원주율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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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비’라는 용어 사용 없이,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라고
원주율을 정의함으로써 원주율의 비율 속성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제시하는 방식이야말로 학생들의 개
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둘째, 원주율을 도입하는 측정 활동을 측도 속성이 부각되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

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는 종이 자에 원 모양의 바퀴를 직접 굴려 원
주를 측정하는 활동과 원주의 측정값이 지름의 측정값의 몇 배인지를 계산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
다. 그런데 두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인해 측정 활동은 조기에 종료되고,
교수학습 활동의 주요 목적은 계산 활동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반면에 미국 교과서는 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끈을 만들어 이 끈을 단위로 하여 원 둘레를 감아보는 측정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Stephan
과 Clements(2003)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측정 활동의 기본 개념으로 강조했던 단위에 대한 이해
와 분할, 단위 반복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러한 측정의 기본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원주와 지름의 측정값을 얻는 측정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원의 지름
에 대한 원주의 비’라고 원주율을 정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라는 용어로 인하여 비율 속성이
강하게 인지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측도 속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모든 원에서 지름과 원주의 비가 일정하다는 원주율의 상수 속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싱

가포르와 미국 교과서에는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에 대한 답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으며, 그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라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말풍선 형식의 보조
설명이 일회적으로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원주율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로 정의된다는 것 자
체가 이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초등학생들이 비율 정의로부터 상수
성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는 일정합니다’라는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교육부, 2017). 따라서 원주율 정의 및 설명
에서 지속적으로 상수 속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원주율의 정의에 ‘모든’이라는 한정사를 추가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넷째, ‘원주÷지름원주율’이라는 원주율의 몫 속성을 현재와 같이 원주율 정의 직후에 바로 제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동안 의도적으로 유예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를 조급히 몫
인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초등수학에서 가장 수학적인 내용인 비에 대한 통찰을 어렵게 하고 그 논리
적 지위를 낮추는 것이다’라는 우정호(2017)의 지적과도 연결된다. 참고로 미국 교과서에서는 몫으로
서의 분수나 나눗셈 계산식과 같은 원주율을 계산하는 그 어떤 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원주율의 정
의 이후에 조급하게 원주율을 나눗셈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생들로 하여
금 비율로서의 원주율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다섯째, 원주율의 무한 속성에 따른 근삿값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주율이 무한소수라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원주율의 근삿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필요에 따라    등으로 줄여 사용한다는 설명이
있을 뿐, 실제 문제들에는 ‘원주율  , 원주율  , 원주율  ’ 형태로 원주율의 근삿값이 미리
지정되어 제시된다. 이러한 방식은 2015 개정 수학 교육과정의 ‘원주율을 나타내는    등은
정확한 값이 아님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교육부, 2015)’는 교수
ㆍ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최대한 빨
리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한 정확한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
황에서 선택해야 할 근삿값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인 분할, 단위 반복, 어림을 활용하여 점차 정밀해지는 원의 넓

이를 탐구해가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원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모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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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와 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눈의 개수를 세는 전략으로 원의 넓이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표현하
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경우에는 원 위에 걸쳐 있는 모눈의 개수를 적절히
사용하여 원의 넓이를 추측하고 어림하여 하나의 근삿값으로 표현한다. 넓이의 근삿값 학습에서 중요
한 것은 오차를 줄이는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다. 좀 더 정밀한 근삿값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단위를
보다 작은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내접정다각형과 외접정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늘일 수도 있으

며, 부채꼴을 더욱 잘게 분할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Ⅱ장에서 언급한 0.25와 1의 단위
넓이를 둘 다 사용하여 근삿값을 비교한 우리나라 2차와 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사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원을 부채꼴로 분할하고 이를 재배열하는 활동이 최종적으로 직사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탐구하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은아와 강향임(2014)에 따르면, 원을
직접 분할하고 재배열하는 과제에서 예비교사의 약 36%만이 직사각형으로의 재배열에 성공하였으며,
배열구조를 파악한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였다. 현재 교과서와 같이 이미 분할된 상태의 제시 방식
에 익숙한 경우에는 등분할 조건과 재배열 조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
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분할된 부채꼴들을 상하 교대로 재배열한 그림을 제공했을 때와 학생들로 하
여금 직접 재배열하도록 유도했을 때의 학습의 효과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여덟째, 원을 최종적으로 재배열한 도형의 배열 구조를 파악하는 질문에서 사용된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 표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 원을 직사각형으로 재배열하는 내
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원을 직사각형으로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무한 개념, 특히 실무한 개념을 조기에 다루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과
서에서 원의 공식을 유도하는 마지막 단계의 질문에 사용된 용어는 ‘직사각형’이 아닌 ‘점점 직사각형
에 가까워지는 도형’으로 제시되고 있어, 가무한의 관점을 벗어나기 힘든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와 같은 표현은 학생들로 하여금 원을 한없이 잘게 분할하여 재배열한 도형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도
형이 될 뿐 영원히 직사각형이 되지는 못한다는 생각, 즉 원과 재배열된 직사각형 사이에는 언제나
오차가 존재한다는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다. ‘원을 배열한 도형을 직사각형으로 보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본 교과서와 ‘가능한 많이 원을 잘라 다시 배열하면, 직사각형이 된다’고 설명하는 싱가포
르 교과서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수학 교과서에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

들과 측정 개념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6학년 교과서가 도입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본 연구가 시기
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주제는 수학교육 학문 공동체에
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원주율의
여러 가지 속성과 원의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지도 방안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가 검토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대한 교수 학습과 향후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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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Pi and the Area of a Circle in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Japan, Singapore and The US

Choi, Eunah2)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s of pi and the area of a circle presented in
Korean, Japanese, Singapore, and American mathematics textbooks, and drew implications
for the teaching of pi and the area of a circle in school mathematics. We developed a
textbook analysis framework by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the pi based on
the various properties of pi and the area of a circle based on the central ideas of
measurement and the previous researches on pi and the area of a circle in elementary
mathematics. We drew fiv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teaching of pi and thre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teaching of the area of a circle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 pi, the area of a circle, the property of pi, central ideas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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