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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도입과 설명 방법1)

홍 갑 주 (부산교육대학교)

오 성 훈 (부산교육대학교 인간과수학연구소)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가

지는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고, 그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

는 도입과 설명방법을 논의한다. 먼저 우리나라 역대 교육

과정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조사

하고,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설문하였다. 그 결과를 각

모으기 활동과 각도 측정 활동의 맥락, 삼각형 내각의 합

의 불변성의 전달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세 주제

로 정리하여 논의하였다.

I. 서 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초등학교 수학의 전통적인

내용 중 하나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 내용은 1차 교

육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교과서에 담겼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홍갑주, 박지환(2015)은 어떤 내용

이 교육과정에서 거듭해서 다루어지면 처음의 문제의

식과 도입 계기가 잊히는 경향이 있음을, 삼각형의 각

에 의한 분류의 예를 들어 지적한 바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 역시 당연하게 교과서에 포함되었던 내용인

점에서 그러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보인다.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 교

과서와 외국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그 합이 180도와 같

다는 사실의 정당화 방법, 언어적 표현 방법, 응용문제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

다.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나라 4차 교육과정 교과서

까지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만, 5차 교과서부터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싱가포르의 교과서들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일반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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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실제 각도기를 통한 측정을 하지 않는다. 이

러한 차이는 이 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며,

결국 교육 효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것으로 보인

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관련하여, 임재훈(2009)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라고 할 때는 각도기를 이

용한 측정 결과의 성격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직

각이나 평각이라고 할 때는 삼각형이라는 도형의 이론

적인 성질의 성격이 강하며, 그 각각의 활동마다 학생

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고의 내용도 차이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홍갑주, 송명선(2013)은 평행선에 대한 엇각

과 동위각의 성질이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되

면서 발생한 교과서의 몇 가지 문제상황을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관련하여 고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행선에 대한 엇각과 동위각의 성질은 초등학교 수학

의 여러 주제에 내재해 있으며, 유클리드 원론의 체계

속에서 삼각형의 내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의

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두 주제는 관계를 맺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한 도입과 설명 방법에 대

해 이 연구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우

리나라 역대 교육과정 교과서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제시하는 방법상의 세밀한 차이를 확인하여 이것이 어

떠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하는 한편, 현장교

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들어 몇 가지 구체적인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때 논의를 뒷받침하는 실례로

싱가포르와 일본 교과서의 해당 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초등학교 수학의 전통적인 주제인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한 이 연구는, 한편으로 역대 교과서를 반추하

여 간과하기 쉬운 세부적 변화를 되짚어 논의하는 의

미를 확인하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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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수학적 중요성

삼각형은 최소 개수의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며,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일단 이러

한 점에서 다각형의 기하학적 성질의 탐구에 삼각형이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삼각형은 그 내각의 합이 2직각으로 일정

하다는 특유의 성질을 가진다. Ⅰ권의 32번 명제로 증

명되는 이 성질은 평행선에 대해 엇각끼리, 그리고 동

위각끼리 같음을 보이는 29번 명제를 기반하여 증명된

다. 29번 명제는 ‘평행선 공준’으로 불리는 제5공준이

원론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명제라는 점에서, 평행선의

성질이 어떤 도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최초의 명제가 바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라 할

수 있다(홍갑주, 송명선, 2013). 이때, 원론에서의 각은

수가 부여된 측정의 맥락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을 주의

해야 한다. 원론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직각이라

는 의미는 말 그대로 삼각형의 세 각이 하나로 모일

때 그 결과로서의 각이 2직각(즉, 평각)과 도형으로서

같아진다는 의미이며 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이러한 태

도는 유클리드 원론 전체에서 일관적이다.

제5공준을 가정하지 않는 기하(중립기하)에서도 삼

각형의 세 합동조건(원론 Ⅰ권의 명제 4, 8, 26), 삼각

형의 한 외각이 인접하지 않는 각각의 두 내각보다 크

다는 것(명제 16), 그래서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2

직각보다 작다는 것(명제 17), 한 삼각형 내에서 세 변

의 길이 순서와 대응하는 세 각의 크기 순서가 일치한

다는 것(명제 18, 19), 삼각형의 두 변에 끼인 각과 대

응변의 대소 관계(명제 24, 25) 등, 삼각형에 대한 많

은 사실이 증명된다. 그러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그

렇지 않다. 중립기하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직

각과 같다는 사실은 물론 그 일정함조차 보장되지 않

으며, 중립기하에 평행선공준의 부정을 받아들인 쌍곡

기하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2직각과 세 각의 합의 차에

비례함이 증명된다(Greenberg, 1980).

이러한 관점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그 자체로

서 유클리드 기하의 특징적인 불변량으로서, 도형에

투영된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

관점을 넓혀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를 포함

하는 범주에서 볼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유클리드

기하를 비유클리드 기하와 구분 짓는 성질 중 하나로

서 중요하다.

2. 초등학교 수학에서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

앞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수학적 의미를 살펴보

았으나 수학적 수준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수학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특별히 초등학교 수학에서 부각시킬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삼각

형의 내각의 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서 정리하는

것은 교과서와 수업 실천에 대한 논의에 필수적이다.

우선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라는 두 공

리체계의 비교차원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밖이다. 수학 교양서적에서 혹은 초등 영재교육의 소

재로서 간단한 구면기하를 포함한 비유클리드 기하를

소개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리체계의 비교라기보다는

단지 해당 기하의 곡면모델을 통한 곡면의 성질에 대

한 직관적인 접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을 삼각

형의 다양한 모양에 대해 일정한 값이라는, 하나의 불

변량으로서 다루는 것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은 180도”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속에 의미상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삼각형의 세 내각이 제각각 변하는 중에도 그 세

각의 합은 변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필이

면’ 그 합이 평각과 같다는 사실은 세 각의 합이 의미

없는 우연한 값이 아니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세 각

이 조합됨을 암시한다. 물론 불변량에 대한 인식을 초

등학생들에게 갖게 하는 일반론적인 의의는 별도의 논

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초등학교 수학의

교육내용인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 충실하게 그

의미를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불

변량으로서 가지는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것은 수업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일 것이다.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특

별하게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자. 삼각형의 내

각의 합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전통적인 일반화

방법, 즉 세 각을 찢어 붙이는 것과 각도기를 통한 세

각의 측정은 그 자체로 초등학교 수학의 중요한 내용

이다. 각을 모으는 것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등적변형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아이디어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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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평행사변형을 잘라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평행사변형의 한 각을 잘라 그 동위각 위치로 옮겨 평

각으로 만든다. 또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각도의 측

정에 이어 도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 각의 크기의 측

정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각도기 사

용법의 연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후의 학습 내용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후 도형과 관련된 수많은 문

제 해결에서 활용된다는 도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다각형을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착상을 통해 설명된다. 또한 각도를 구하는

여러 응용문제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단서로 활용된다. 수학의 일반적인 관점에

서 이것은 불변량이 가지는 유용성을 보여준다. 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불변량인 다면

체에 대한 오일러 수를 예로 들어보자. 구면과 동형인

다면체에 대해 오일러 수는 2로 불변이다. 정다면체가

알려진 5개 밖에 없음의 증명은 바로 이 사실에 기반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다면체의 각 면이 정삼

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정오각형이냐, 정육각형이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점의 개수와 변의 개수(), 그리

고 면의 개수()와 변의 개수에 대한 관계식과 함께,

오일러 공식  를 함께 상정한 연립방정식

을 풀면 가 4, 6, 8, 12, 20 중 하나임이 증명되는 것

이다. 일단 발견된 불변량은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 상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불변량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을 갖게 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 도입

과정은 각을 의미 있게 모으는 아이디어와 각도기 사

용법의 연습이라는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각형의 내각의 합과 각도를 구하는 여러 문제 해결

의 핵심 성질이라는 도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결

국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지도는 이러한 측면들을 효

과적으로 조화시키는 문제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

이다.

Ⅲ.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도입 방법과

교사 설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도입 방법을 각 교육과정별

교과서를 살펴 비교한다. 또한 교사들이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을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며 이 주제에 관한 의

견은 어떠한지 설문 조사한다.

1. 교과서 도입 방법

이 절에서는 1차부터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의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되는 활동과 제시 순서, 용어, 그림 등의 사항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여 비교한다. 우선 현행 교과서를

살펴 문제의식을 발견할 것이며, 이를 고려하며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를 1차부터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2009 개정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각의

크기 비교, 각도, 직각을 기준으로 한 각의 분류, 각의

크기의 어림, 각도의 합과 차,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

의 합, 삼각형의 분류,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성

질 등을 배우는 4학년 1학기 ‘각도와 삼각형’ 단원에서

8번째 차시로 다루어진다. 기하 판에 고무줄을 걸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관찰하는 ‘생각열기’에 이어,

세 각을 가위로 오려 모으는 활동이 활동1로([그림 1]),

각도기로 나와 짝이 그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재

는 활동이 활동2로([그림 2]) 제시된다.

[그림 1] 세 각을 모으기(교육부, 2014, p.92)

[Fig. 1] Arranging three angles(Ministry of Education,

2014,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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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 각의 각도를 재기(교육부, 2014, p.93)

[Fig. 2] Measuring three angles(Ministry of Education,

2014, p.93)

이러한 도입방법은 몇 가지 면에서 논의할 점을 찾

을 수 있다. 첫째는 내각의 합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각을 모으는 활동과 각의 측정 활동을 함께, 그리고

위상의 차이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한 가지 방법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제

시하는 것이 당연히 교육적으로 더 유익한 것인지, 그

리고 이 둘을 대등한 위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심을 해 봄직한 문제다.

둘째는 ‘각의 크기’라는 용어의 쓰임에 대한 문제이

다. 이 단원의 2차시에서는 각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

해 두 각을 맞대어 본다. 여기서 ‘각의 크기’는 수로서

의 각도가 아니라 맞대어 비교할 수 있는 도형 자체의

의미로 다룬다. 유클리드 원론의 체계와 견주어 본다

면, 기하학적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라는 공리5를 활동으로 옮긴

셈이다. 그러나 다음 차시인 ‘각의 크기를 잴 수 있어

요’에서는 ‘각도’라는 용어가 곧바로 도입되고 각도기로

각도를 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5차시인 ‘크기가

주어진 각을 그릴 수 있어요’에서 각의 크기는 각도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6차시에서는 각도를 어림하는 활

동을 한다. 7차시인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할 수 있어요’

에서 각의 크기라는 용어는 아예 각도라는 용어로 대

체된다([그림 3]). 도형으로서의 각 자체의 합이나 차

는 이 차시에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며 주목받는 것

은 각도의 합 뿐이다. “두 각도의 합을 각도기로 재어

보시오”라는 표현은 각도는 이미 수이므로 그 합은 각

도기로 재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얻어야 한다는 점

에서 오류인데, 이 오류는 이 단원이 각을 측정 맥락

에서 주로 다룬다는 사실의 징표라고 볼 수 있다. 결

국 이 단원에서, 첫 내용인 각의 크기 비교 맥락에서

만 각은 도형 자체로 다루어질 뿐, 곧바로 각에 대한

관심은 각도로 옮겨간 상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

차시에 이르게 된다.

[그림 3] ‘두 각도의 합’ 구하기(교육부, 2014, p.90)

[Fig. 3] Finding the sum of two angles(Ministry of

Education, 2014, p.90)

이전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의 도입 방법

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세밀한 부분에서의 개선 아

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서의 섬세한

부분에서 이전 교과서에 담긴 고민과 배려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새 교과서 작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홍갑주, 2013).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교

육과정별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중심 단원으로 구성된 1차 교육과정에서 이

주제는 4학년 1학기 ‘새 학년’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학교의 꽃밭을 관리하는 장면에서 꽃밭의 모양으로서

삼각형과 사각형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직각삼각형

과 정삼각형도 도입한다. 여기에 이어서 프랑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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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파스칼이 어린 시절 어떤 삼각형도 세 각의 크기

합이 ‘두 직각’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아버지에게 훌륭

한 일을 했다고 칭찬 받았다는 일화를 소개한다([그림

4]). 이 이야기를 듣고 승호는 직각삼각형을 실험하여

가와 나의 두 각을 합했더니 직각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한다. 이어 대식이는 정삼각형에 대해, 영희는 또 다른

삼각형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고 하며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조사를 해 보도록 유도한다. 유명한 수학자의

일화를 들어 이 발견이 ‘훌륭한’ 일임을 언급한 것, 그

리고 일반적인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과 정삼각

형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삼각형에 대해 먼저 각을 모

아 관찰하는 것은 이후의 교과서와 눈에 띄는 차별점

이다.

[그림4] 1차교과서.각을모으기(문교부, 1956, p.22)

[Fig. 4] 1st curriculum textbook. Arranging angles

(Ministry of Culture & Education, 1956, p.22)

2차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3학년 2학

기 ‘점과 선’ 단원에서 제시된다. 이 단원에서는 선분,

선분의 중점, 네 점을 연결한 선분의 개수, 직선, 폐곡

선, 개곡선 등의 내용이 이어진 다음, 선분으로 된 폐

곡선으로서 다각형이, 말뚝에 노끈을 돌려서 이루어진

폐곡선으로서 원주가 도입되며, 원의 두 지름은 중심

에서 교차한다는 것, 원의 둘레가 지름의 약 3배라는

것 등을 설명한다. 폐곡선과 개곡선, 내부와 외부 등의

도형의 위상적 성질이 다각형이나 원의 도입과 함께

소개되는 것은 특징적이다. 다각형 중에서 특히 삼각

형과 사각형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후, ‘다각형에서 꼭

지점이 있는 곳의 모난 모양’으로서 각이 도입된다. 이

어 직각을 직관적으로 도입하고, 직각을 2개 이어 맞

추면 그 변은 직선이 된다는 것의 설명 직후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 종이의 세 귀를 찢어서 모으는 활동

을 한다([그림 5]). 이 그림은 아랫변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그 직선에 세 각을 모으고 있다.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두 각을 각자의

엇각의 위치로 옮기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2차 교육과정에서 각도와 각도기를 도입하는 것은

다음 학기인 4학년 1학기 ‘각과 다각형’ 단원이다(문교

부, 1967). 이 단원에서는 각의 측정을 도입하고 각의

측정을 통해 평행사변형의 내각과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을 발견한다.

[그림 5] 2차 교과서. 각을 모으기(문교부, 1967,

p.53)

[Fig. 5] 2nd curriculum textbook. Arranging angles

(Ministry of Culture & Education, 1967,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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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4학년 2학

기 ‘양과 측정’ 단원에서 제시되는데, 본문이 아니라 단

원 마지막의 ‘[연습]’에서 문제로 제시된다. 여기서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직선과 일치하여 2직각임을 먼

저 확인하고, 2직각이기 때문에 180도라는 순서로 생

각하도록 하위 질문을 던지고 있다([그림 6]).

[그림 6] 3차 교과서. 각을 모으기(문교부, 1977, p.97)

[Fig. 6] 3rd curriculum textbook. Arranging angles(Ministry of

Culture & Education, 1977, p.97)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4

학년 2학기 ‘삼각형과 사각형’ 단원에서 제시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각도기를 이용한 세 각의 측정 활동이

역대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제시된다. 순서는 세 각을

모으는 활동이 먼저이고([그림 7]) 세 각의 측정이 그

에 잇는다([그림 8]). 다음으로 사각형을 두 개의 삼각

형으로 분할하여 그 내각의 합을 구하는 설명이 제시

되지만, 각을 측정하여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조사하

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는다.

[그림 7] 4차 교과서. 각을 모으기 (문교부, 1983, p.41)

[Fig. 7] 4th curriculum textbook. Arranging angles(Ministry of

Culture & Education, 1983, p.41)

[그림 8] 4차 교과서. 각을 재기(문교부, 1983, p.42)

[F i g . 8 ] 4 t h cu r r i cu l um tex tbook . Measu r i ng

angles(Ministry of Culture & Education, 1983, p.42)

5차 교육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은 4학년 2학기 ‘삼각

형과 사각형’ 단원에서 다루어지지만, 세 각의 측정이

세 각을 모으는 활동에 앞서 제시되어 둘 사이의 순서

가 바뀌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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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학기 단원

활동 제시

순서

1 4-1 새 학년 모으기

2 3-2 점과 선 모으기

3 4-2 양과 측정 모으기

4 4-2 삼각형과 사각형 모으기, 재기

5 4-2 삼각형과 사각형 재기, 모으기

6 4-2 평면도형 재기, 모으기

7 4-가 각도 재기, 모으기

2007 4-1 각도 모으기, 재기

2009 4-1 각도와 삼각형 모으기, 재기

[표 1] 교육과정별 삼각형의 내각의 합 제시 학기와

단원, 활동 제시 순서

[Table 1] The semester, the unit, and the order of

activity to learn the sum of the angles of a triangle

for each period of curriculum

[그림 9] 5차 교과서. 각을 재기, 각을 모으기(문교부,

1990, p.30)

[Fig. 9] 5th curriculum textbook. Measuring angles,

arranging angles(Ministry of Culture & Education, 1990,

p.30)

6차, 7차,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각각 4-2 ‘평면도형’ 단원, 4-가 ‘각도’ 단원, 4-1

‘각도’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는 두 활동의 제시 순서가 5차와 같으나 2007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세 각을 모으는 활동이 먼저 나오는 것

으로 순서가 다시 바뀌었다. 5차 교육과정에서 각의

측정이 직각삼각형 두 개에 대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6차 교육과정에서는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일반

적인 삼각형을 제시하며(교육부, 1996, p.26), 7차 교육

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1, p.46)에서는 직각삼각형 하

나와 일반적인 삼각형 하나를,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하나씩 제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p.52). 4차 교육과정까지는

삼각형의 모서리를 구불구불하게 잘랐으나 5차 교육과

정부터는 직선적으로 자른 것도 작은 차이점으로 발견

할 수 있다. 한편,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도’ 단원에 바로 이어 ‘삼각형’ 단원이 이어지지만 삼각

형의 내각의 합이 다루어지는 것이 ‘삼각형’ 단원이 아

니라 ‘각도’ 단원인 것은 시사점이 있다. 해당 내용의

교육과정별 제시 학기와 단원, 각을 재기와 모으기의

두 활동 제시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별 차이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일반화하기 위한 두 활동 중

각의 측정은 4차 교육과정부터 포함되어 왔다. 두 활

동의 순서는 4차 교육과정은 각을 모으기가 먼저, 5차

부터 7차까지는 각의 측정이 먼저,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는 각을 모으기가 먼저였다. 이때 제시되는 삼각

형의 예도 교육과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용어를 살펴볼 때 4차까지는 ‘세 각의 합’이라는 표

현이 쓰였으나 5차부터는 ‘세 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1, 3차 교육과정은 세 각의 합에

대해 ‘2직각(두 직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했으며, 2

차 교육과정에서는 직전 활동으로 2개의 직각이 일직

선을 이루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4차 이후부터 2직

각은 언급되지 않고 ‘직선에 꼭 맞는다’와 같이 직선을

언급한 표현을 사용한다.

삼각형의 모서리를 잘라 모으는 활동에 제시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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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2차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과정과 차별된다.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밑변의 연장선상에 세 각을 모으지만,

2차 교육과정의 그림에서는 밑변에 대한 평행선을 그

리고 엇각의 위치에 돌려 붙인다. 삼각형의 모서리를

자른 모양은 처음에 구불구불한 모양이었다가 5차 교

육과정부터 직선적으로 변했다.

2. 교사들의 지도방법

2017년 12월 부산과 포항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30

명(부산 21명, 포항 9명)을 대상으로, 삼각형의 세 각

의 크기의 합 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

고 이때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설문

을 실시하였다. 해당 내용이 제시되는 학년을 고려하

여, 현재 4학년 담임을 맡고 있거나 작년에 4학년 담

임을 맡은 교사들만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선다형 질문 3개와 서답형 질문 5개로 구

성되었다. 선다형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의 빈도수를

조사하였으며, 서답형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유형별

로 분류한 다음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각, 질문의 내용

은 [표 2]와 같다.

번호 질문 내용 유형

1
‘종이에 그린 삼각형을 가위로 오려 세

각을 모아보는 활동’을 지도한 방법

선다형

(복수응답)

2 위 활동에서 사용한 삼각형 개수 선다형

3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재

어 합을 알아보는 활동’을 지도한 방법

선다형

(복수응답)

4
수업에서 사용한 영상매체나 컴퓨터 소

프트웨어의 내용과 활용 목적
서답형

5
초등학교 수학에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배우는 의의
서답형

6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이다’라는 문구를 학생들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기술

서답형

7
기억에 남는 학생들의 질문, 수업 에피

소드, 어렵거나 의문 가는 점
서답형

8 교과서나 수업에 대한 제안 서답형

[표 2] 설문지 질문별 내용과 유형

[Table 2] questions in the survey

1번부터 4번까지는 교과서의 두 활동에 대해 교사

가 실제로 수업한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다. 각 활동

별 지도 방법을 선다형으로 물은 1번과 3번의 질문에

서는 학생 개별활동이나 조별활동 등을 어떻게 구성하

여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간단히 기술해 줄 것을 추가

로 요구하였다. 2번에서는 삼각형을 몇 개나 제시했는

지를, 4번에서는 영상매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어

떤 내용과 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질

문 구성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불변성은 충분히 다

양한 삼각형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5번 질문은 교사가 이

주제에 대해, 또 하나의 수학 내용지식이라는 측면 이

외의 어떤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6번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문구를 교사가 어떻게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기술하는

지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유추하기 위한 것이다. 7번과 8번은 이상

의 질문에서 파악하지 못한 교사들의 경험과 제안점을

추가로 수집하여 논의의 풍부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이에 그린 삼각형을 가위로 오려 세 각을 모아보

는 활동’에서 사용한 방법을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선

다형으로 묻는 1번 질문에 대해([표 3]), 대다수인 25

명(83.3%)의 선생님들이 종이를 실제로 오려서 조작하

는 학생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 활동 전 교사의

시범을 한 경우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경우는 각각 10

명(33.3%)이었다. 구두 또는 판서로 설명하였다는 응답

은 3명(10%) 있었으나, 이것만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

며 3명 모두 모두 교사의 시범이나 영상매체의 활용과

병행했다.

지도 방법 빈도(%)
구두 또는 판서 3 (10%)

종이를 실제로 오려서 조작하는 활동을

교사 시범
10 (33.3%)

종이를 실제로 오려서 조작하는 학생

활동을 제공
25 (83.3%)

영상매체(PPT 등)활용 10 (33.3%)

소프트웨어(Geogebra, GSP 등)활용 0 (0%)

[표 3] ‘종이에 그린 삼각형을 가위로 오려 세 각을 모

아보는 활동’ 지도 방법(복수응답 허용)

[Table 3] How did you teach ‘to cut and arrange the

angles of a triangle’ activity(multiple response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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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에서 몇 개의 삼각형을 제시하여 수업하였

는지에 대해 1개, 2개, 3개 이상, 기타를 보기로 준 2번

질문에 대해([표 4]), 과반인 17명(56.7%)은 3개 이상이

라고 답했다. 23.3%의 선생님은 1개, 16.7%의 선생님

은 2개라고 답했다.

제시한 삼각형의 개수 빈도 (%)

1개 7 (23.3%)

2개 5 (16.7%)

3개 이상 17 (56.7%)

기타 1 (3.3%)

계 30 (100%)

[표 4] ‘종이에 그린 삼각형을 가위로 오려 세 각을 모아

보는 활동’에서 제시한 삼각형의 개수

[Table 4] How many triangles did you use for ‘to cut and

arrange the angles of a triangle’ activity(multiple

responses allowed)

3번 질문에서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재어 합을 알아보는 활동’을 지도한 방법을 복수응답

을 허용하여 선다형으로 물었다([표 5]). 짝과 함께 하

는 교과서의 활동을 실제로 지도했다는 응답이 26명

(86.7%)이었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하 판 등의

구체물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2명(6.7%)이었다. 소프트

웨어를 활용한 교사가 1명 있었는데, 이 교사는 수업

에서 영상매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내용과 목적을

서답형으로 묻는 4번 질문에 대해 흥미유발과 시간 단

축을 위해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지도 방법 빈도 (%)
구두 또는 판서 3 (10%)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 26 (86.7%)

기하 판 등 구체물 활용 2 (6.7%)

영상매체(ppt 등)활용 10 (33.3%)

소프트웨어(Geogebra, GSP 등) 활용 1 (3.3%)

기타 3 (10%)

[표 5]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재어 합을 알아

보는 활동’ 지도방법(복수응답 허용)

[Table 5] How did you teach ‘to measure the angles of a

triangle and sum it up’ activity(multiple responses allowed)

초등학교 수학에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배우는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서답형

의 5번 질문에 대해, ‘다른 도형의 각의 합을 구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와 같이 그 도구적 측면을 이야기한

경우가 19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도형의 성질로서

중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10명(33.3%) 있었으며, 수학적

혹은 논리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명

(13.3%) 있었다. 각도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함(2명), 실

생활에 적용(1명), 신기한 수학적 경험 제공(1명)이라

는 응답도 있었다.

6번 질문에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이다’라는 문구를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풀어서 다시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지를 물어본 결과,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은(세 각의 합은) 항상 180도이다’(5명), ‘모든

삼각형은 각도의 합이 180도이다’(3명),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도이다’(2명), ‘삼각형의 안쪽 모든 각의

합은 180도이다’(2명), ‘세 각의 꼭짓점을 한 점에 모이

도록 붙이면 직선이 되니 180도이다’(2명) 있었다. 이

외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일정하다’, ‘삼

각형의 세 모서리를 모아 붙이면 일직선이 된다’, ‘삼각

형의 세 각은 180도의 각을 나누어 가진다’, ‘삼각형의

각도를 모두 모으면 평평해진다’라는 응답이 1명씩 있

었다.

처음의 두 경우(총 8명)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불

변량으로의 성질을 강조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두 경우(총 4명)는 삼각형의 모든 각을 합한 것

임을 강조하였다. ‘세 각의 꼭짓점을 한 점에 모이도록

붙이면 직선이 되니 180도이다’라는 대답은 180도를

측정이 아니라 도형 자체로서의 삼각형의 성질에서 유

도된 값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각형의 세 모서리를 모

아 붙이면 일직선이 된다’와 ‘삼각형의 각도를 모두 모

으면 평평해진다’라는 응답은 180도라는 각도보다 세

각이 모여 일직선을 이룬다는 도형 자체로서의 성질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삼각형의 세 각은 180도의 각

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응답은 그 합의 불변성을 표현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이나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7번의 서답형 질문에 대

해, 각을 오려서 각을 모으는 활동이나 각의 측정 활

동에서 정확도의 문제를 지적한 교사가 7명 있었는데,

특히 한 교사는 각도가 자연수가 되도록 주어야 할 것

이라고 적었다. 6명의 교사는 학생들의 조작 활동 능

력에 개인차가 크다는 점이나 학생들과 활동을 실제로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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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교사는 학생들이 조각을 오린 후 어떻게 맞추어

야 하는지 헛갈려 했다는 경험을 적었다. 또한, 선행학

습을 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신비롭게 여기거나 호기

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르고 재는 활동을 귀찮

아 한다는 경험을 적은 교사가 2명 있었다. 기하 판에

서 각도기의 적용은 실제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 교

사도 1명 있었다.1)

마지막 질문에서는 교과서나 수업에 대한 제안점을

물었다. 5명의 교사는 교과서 뒤에 삼각형의 각을 오

려서 붙일 수 있는 붙임자료를 미리 제공하거나, 세

각이 분리될 수 있는 삼각형 자석판을 교구로 제공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교과서나 익힘책에 세 각을 직접

붙이는 활동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1명 있었다. 1명의

교사는 사각형, 오각형 등으로 갈수록 내각의 합이 커

진다는 내용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세 각의

합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2명 있었고, 이 중 1

명은 특히 디자인에의 활용을 예로 제시하였다.2) 스토

리텔링이 현실성이 떨어져서 억지스러운 느낌을 준다

는 1명의 의견도 있었다.3)

Ⅳ. 논의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각을 모으기 활동

과 측정하기 활동의 맥락, 불변성의 전달 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그것이다. 필요에 따라 외국 교과서

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와의 차별점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예를 얻었다.

1. 각을 모으기 활동과 측정하기 활동의 맥락

1) 교과서의 생각열기에서 기하 판은 세 각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용도라고 보이지만, 이 교사는 아마도 활동2의

점판에 삼각형을 그리고 각도기로 재는 활동에서 점판에

대한 구체물로서 기하 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합동인 삼각형 여러 개를 이용하여, [그림 15]와 같이 한

꼭짓점에 삼각형의 한 내각이 두 번씩 총 여섯 개의 각이

모여 360도가 되도록 하는 쪽매맞춤(tessellation)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여기서 스토리텔링은 해당 차시 교사용지도서의 ‘스토리텔

링’이나 단원 도입부의 ‘들려줄 이야기’, 또는 교과서의 스

토리텔링 전반에 관한 지적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교육과정 이래로 삼각

형의 내각의 합의 일반화는 세 각을 찢어 모으기와 각

도기로 세 각을 측정하기의 두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다. 두 활동 모두 실험에 의거한 관찰일 뿐 증명은 아

니며, 각을 재거나 오려서 모을 때 오차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두 활동이 완전히 같은

위상을 가진 활동인지, 그래서 두 활동을 지금과 같이

병렬적으로 맥락의 차이 없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는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A 교과서(Collars, Lee, Hoe,

Leng, Seng, 2014)와 B 교과서(Foong, Chang, Lim, &

Wong, 2014)를 살펴보면 각도의 측정 없이, 세 각을

모으는 활동만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일반화한다

([그림 10], [그림 11]). 또한 이 두 교과서는 삼각형의

세 각을 찢어서 모으는 활동과 함께 세 각을 접어서

모으는 활동도 제시한다. 특히 [그림 12]에서 볼 수 있

는 싱가포르 B 교과서에서 각을 접는 활동은 [그림

11]의 세 각을 찢어 모으는 활동에 바로 이어 제시되

어 내각의 합에 대한 일반화를 이끈다. 싱가포르 A 교

과서는 세 각을 찢어서 모으는 활동으로 내각의 합을

일반화 한 이후,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두 각

의 합이 직각임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각을 접는 활동

을 제시한다(Collars, Lee, Hoe, Leng, Seng, 2014,

p.94). 싱가포르 B 교과서에서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

로 측정하는 활동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는 내각의

합을 일반화 하고 연습문제까지 풀고 난 다음, 확인하

는 차원에서 제시될 뿐이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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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 싱가포르 A 교과서. 세 각을 찢어 모으기

(Collars, Lee, Hoe, Leng, Seng, 2014, p.92)

[Fig. 10] Singapore A textbook. To tear and arrange three

angles(Collars, Lee, Hoe, Leng, Seng, 2014, p.92)

[그림11 ] 싱가포르 B 교과서. 세 각을 찢어 모으기

(Foong, Chang, Lim, & Wong, 2014, p.109)

[Fig. 11] Singapore B textbook. tear and arrange three

angles(Foong, Chang, Lim, & Wong, 2014, p.109)

[그림12] 싱가포르 B교과서. 세각을접어모으기(Foong,

Chang, Lim, & Wong, 2014, p.110)

[Fig. 12] Singapore B textbook. To fold to arrange

three angles(Foong, Chang, Lim, & Wong, 2014, p.110)

[그림 13] 싱가포르 B 교과서. 각도기로 세 각

을 측정하는 맥락(Foong, Chang, Lim, & Wong,

2014, p.111)

[Fig. 13] Singapore B textbook. The context of

measuring three angles(Foong, Chang, Lim, &

Wong, 2014,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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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싱가포르 A 교과서. 연습문제

(Collars, Lee, Hoe, Leng, Seng, 2014, p.93)

[Fig. 14] Singapore A textbook.

Exercises(Collars, Lee, Hoe, Leng, Seng, 2014,

p.93)

얼핏 생각할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일반화 하는

데 각을 모으는 활동과 재어서 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한 가지 활동만 이용하는 것에 비

해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더욱 크게 만들어 줄 것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삼각형 세 각의 크기를 측정하

는 활동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각도기 사용의 유목적적

인 연습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각도를 재는

활동이 가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교사용지도서(교육부, 2014b, p.255)를 보면, 나와 짝이

그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재었을 때 175도～185

도로 비슷한 값이 나왔음을 서로 확인 한 후, “나와 짝

이 그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확인한 후 확

장하여 학급 전체에서 확인해 보게 함으로써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일반화하여 이해하게

한다”라고 지도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나 학급 전체에

서 그 합을 확인해 보더라도 그 값이 175도에서 185도

사이의 값이라는데 대한 확신이 커질 뿐, 그 값이 정

확히 180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커지지 않는다.

실제 수업에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교사가 선언하

면서 비로소 확정된다.

물론 오차는 각을 모으는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때는 직선이라는 특별한 기준이 심리적

지향점을 만들어 주며, 더욱이 싱가포르 교과서의 [그

림 12]와 같이 삼각형 종이의 모서리를 접어 모으는

활동, 우리나라 2차 교과서의 [그림 5]와 같이 평행선

에 대한 엇각의 위치에 각을 모으는 활동에서는 그 구

조가 주는 통찰이 세 각이 직선에 모인다는 확신을 강

화시킨다. 즉, [그림 12]에서 삼각형의 위쪽 모서리를

아래로 접을 때 양쪽 아래에 만들어지는 이등변삼각형

의 구조는 세 각의 합이 직선에 딱 들어맞음을 선명하

게 보여준다. [그림 5]에서 엇각끼리의 맞물림 구조 역

시 평행선에 대한 엇각의 성질을 배우지 않더라도 학

생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일본 교과서의 [그림 15]에 제시된 삼각형 쪽

매맞춤(tessellation)도 삼각형의 세 각이 어떠한 구조

로 모이는지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5] 일본 교과서. 삼각형 쪽매맞춤(杉山古茂,

飯高 茂, 伊藤說朗, 2009, p.3)

[Fig. 15] Japan textbook. triangle tessellation(杉山古

茂, 飯高 茂, 伊藤說朗, 2009, p.3)

세 각의 측정 활동 자체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서

이 활동을 그대로 포함시키더라도 그 맥락에 대한 고

려는 필요하다. 싱가포르 B 교과서와 같이 세 각을 잘

라서 모으고 접어서 모으는 관찰을 통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이미 일반화한 상태에서, 각도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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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를 확인하는 맥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진지하

게 고려할 만하다. 각도기의 유목적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맥락이 보다 타당하다. 각을 모으

기 활동으로 확보한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학생들은 각도기 사용에 대한 자신의 실수

나 부정확함을 스스로 발견하고 정확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각도의 측정과 같은 단원에

서 계속해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즉,

각을 찢어서 모으기 활동과 그에 이은 각을 접기(혹은

삼각형 쪽매맞춤) 활동을 통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일반화한 다음, 이를 확인하는 맥락에서 각도기를 이

용한 세 각의 측정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싱가포르 교

과서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차이는 두 각을

제시하고 한 각을 구하는 예제에 주어진 각도가 끝자

리가 5나 0인, 계산하기 쉬운 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라는 것이다([그림 13], [그림 14]). 특히 싱가포르 A

교과서의 경우 “아래 문항에 주어진 그림은 치수가 비

례에 맞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The figures in the

following questions are not drawn to scale.”)라고 명

시한다([그림 14]). 이러한 설정은 학생들이 실제 측정

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주어진 두 값을 읽어서 그 값

을 구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학생들은 삼각형의 내각

의 합이 180도라는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 도 단위의

정확한 값을 각도기를 통해 얻기는 힘들다. 얼핏 문제

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설정은 학생

들이 수학적 원리가 주는 정확성과 확실성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불변성의 전달 방법

앞서 설문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다양한, 혹은 모든

삼각형에 대해 변하지 않는 값으로서의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의 의미를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초등학교에서 불변량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과서 내의 주제라는 점에서

특별한 교육적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4

학년 학생들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불변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주제

를 접할 때 수학의 전문가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신기한

것이라는 느낌, 중요한 것이라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교과서와 수업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고

려해 보자.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불변량으로서 가진

의미는 세 각 각각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대비로부터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각각은 변할 수 있

습니다. 그렇지만 세 각의 크기의 합은 변하지 않습니

다”와 같이 그러한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설문에서

한 교사가 제시한 “삼각형의 세 각은 180도의 각을 나

누어 가진다”는 표현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 문장은 한

각이 큰 몫을 가지면 다른 각들의 몫이 작아지는 상황

을, 주어진 양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는 기존의 경

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상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표현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한 일반화 후, 그것을

부연하는 설명으로 제시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삼각형

의 내각의 합이 불변량으로서 주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1차 교육과정 교

과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

칼의 어릴 적 일화를 들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일정

함을 발견한 것이 ‘훌륭한’ 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어른들 혹은 수학자들이 그러한 불변

성을 훌륭한 수학적 지식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학생들

에게 보여주어 사회적 지식으로서 불변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불변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의 측면에서 생

각해 보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말은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아닌 삼각형

은 없다(만들 수 없다)”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두 문장에 따르는

수학적 경험은 다르다. 후자의 문장은 세 각을 모을

때 일직선이 되지 않는 삼각형을 찾거나 만들게 하는

활동으로 구현될 수 있다. 어떻게 시도해도 세 각의

크기의 합이 일직선을 이루지 않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 불변성을 체화된

지식으로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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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후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거나 여러 각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

본적인 조건으로 이용된다. 즉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교육적 의미는 이후의 쓰임에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러한 쓰임 역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모든 삼각형에

대해 일정하다는, 불변량으로서의 성질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가진 도

구적 성질과 불변량으로서의 심미적 성질을 통합적으

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 주제의 도

입부에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즉,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을 탐구하기 전에, 두 각이 주어졌을 때 나

머지 한 각을 구하는 문제, 혹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을 이용하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먼저

제시한다. 교사는 문제에서 찾아야 하는 각을, 재지 않

고서도 몇 도인지 맞힐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실제로 그 답을 맞히고 측정으로 확인하여 학생들을

놀라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이 답을 어떻게 맞힐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것은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이 일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탐구

한다. 이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극적으로 도입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세부적인 사항들

앞서 설문을 통해 교과서에서 몇 가지 세부적인 개

선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간략히 논

의하고자 한다.

6명의 교사가 학생들이 조작 활동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했고, 3명의 교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각을 자른 조각의 어디를 맞추어야 하는지 학생들

이 헛갈려한다는 응답을 했다. 교과서의 그림은 세 각

에 부채꼴 모양으로 색칠하여 맞추어야 할 곳을 분명

히 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볼 때([그림 1]), 해당 교

사들이 활동에서 이러한 색칠을 지시하지 않아 조각을

어떻게 맞추는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색칠을 강조하는 것 이전에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세 모서리를 직선적으로 자르는 것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4

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나 싱가포르 교과서는 세 모

서리를 곡선적으로 자르는 그림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자르면 각각의 조각에서 각이 하나만 있게 되므로 자

연적으로 세 각이 모아지게 된다. 단, 가위로 삼각형을

곡선으로 자르는 것은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가

위 조작으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으

므로, 우리나라 3차 교과서나 싱가포르 두 교과서와

같이 각을 손으로 찢어 오려 내는 편리한 방법으로 지

도하는 편이 보다 적합해 보인다(([그림 6], [그림 10],

[그림 11]).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문구

에 대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세 각의 합은) 항상

180도이다’(5명), ‘모든 삼각형은 각도의 합이 180도이

다’(3명)와 같이 ‘모든’이나 ‘항상’을 첨가한 표현을 제

안한 교사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불변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도이다’(2명), ‘삼각형의

안쪽 모든 각의 합은 180도이다’(2명)와 같이 삼각형의

모든 각을 합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도 있었다. 이것

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교과서의 표현에서 ‘세’, ‘네’는 실제

로 ‘모든’이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이라는 교과서의 표

현을 다른 다각형에 적용하게 되면 ‘오각형의 다섯 각

의 합’, ‘육각형의 여섯 각의 합’과 같은 형식이 되는데,

모든 다각형에 대해 실제로 고려하는 것은 내각의 전

체 합으로 동일하다. 또한 교사들이 ‘각의 크기의 합’

이 아닌 ‘각의 합’이나 ‘각도의 합’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은 흥미롭다. ‘세 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교

과서의 표현에는 수로서의 각도를 다룬다는 의도가 담

겨 있지만, 그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모으는 활동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교과서 부록이나 자석판 등을 이용한 별도의

교구를 요청한 교사가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조작

활동 능력이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중

요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 세 각이 구조를 가지고 모

이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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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각도의 측정과 묶여서 제시되게 된

과정, 그리고 홍갑주, 송명선(2013)이 논의한 바와 같

이 평행선에 대한 동위각 엇각의 성질과 분리되어 담

기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학에서 삼각형

의 내각의 합이라는 지식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단지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따라 여타의 내

용과 묶여서 제시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4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서는 세 각을 오려 모으

는 활동과 함께 각도기로 세 각을 재는 활동을 제시한

다. 그러나 각도의 측정을 통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학생들이 삼각형의 내각과 관련된 기하학적인 통

찰을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일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싱가포르의 두 교과서에서 그 일반화는 각도기를

통한 측정 없이, 세 각을 찢어 모으는 활동 혹은 그와

함께 세 각을 접어 모으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도기를 이용한 세 각의 측정은 B 교과서에서만, 이

미 일반화한 사실의 확인 맥락에서 다루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그것이 삼각형의 세 각 각

각이 변하는 중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놀라

운’ 일이며, ‘하필이면’ 세 각이 직선에 모인다는 사실

은 세 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조합됨을 암시한다.

초등학교에서 그 증명을 제시하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

의 큰 틀에 맞지 않겠으나,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관

련된 기하학적인 구조를 통찰할 수 있는 그림과 활동

을 제시함으로써 수학적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

을 키우는 시도는 필요하다. 우리나라 2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각을 찢어 한 변의 평행선에 모으는 방법,

싱가포르 교과서의 각을 접는 활동, 일본 교과서의 삼

각형 쪽매맞춤 등은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3차 이

후 교과서의 각을 모으기 활동과는 다른 것이다. 삼각

형의 내각의 합의 불변성은 삼각형의 모양이 변해도

세 각이 조합되는 구조가 불변한다는 것에서 설명된다

는 점에서도 구조의 관찰 경험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

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일반화는 세 각을 모으는 활동, 특히 세 각이 조

합되는 구조를 통찰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시켜 진행

하고, 세 각의 측정 활동은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는

맥락에서 다루기를 제안한다. 물론 세 각을 측정하는

활동을 먼저 다루면서도 두 활동의 관계를 매끄럽게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

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라는 주제에 담을 수 있는 수

학적 경험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두 종류의 활동이 분

명한 맥락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분명

하다. 교과서와 교실수업에 이러한 관점이 좀 더 반영

되기를 기대한다.

Bruner(1960)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초등학교 학생들

이 수학시간에 하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수학자의 활동

과 다를 바 없어야 한다. 흔히 발견학습이라는 용어로

그 방법을 표현하지만, 학습의 형식이 아닌 학습자의

마음을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자와 공유하는

것은 발견의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형

의 내각의 합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자와 같은 놀

라움의 감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흔치 않은 소

재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

도임을 ‘알게’ 하는 것보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변

하지 않음에 ‘놀라게’ 하는 것이 이 차시의 주안점이

되어야 맞을 것이다. 활동의 순서와 맥락을 고려하고,

활동에 구조를 통찰하는 경험을 담으며, 설명을 위한

언어적인 표현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것 등은 이 주제

에 담긴 이러한 감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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