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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의 기하 인지 수준과 증명 정당화 특성 분석1)

김 지 영 (서울천일초등학교)

박 만 구 (서울교육대학교)2)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기하 인지 수준과 그들이 증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논리

적인 정당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학 영재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특별시 A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하 수준을 확인하고 그들이 기하문제

를 증명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인 정당화

를 해 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van Hieles의

기하 사고의 0수준부터 4수준 중에서 대부분 2∼3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증명의 정당화 과정에서 이 영재 교육 대

상 학생들은 잘라 붙이기와 수치적 접근을 사용하려는 시

도와 이미 선행으로 학습한 내용의 기억을 되살려 사용하

는 예가 많았고, 독창적이고 일반적인 증명으로 이끌어가

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은 이들의 수준에 맞는 보다

정교화된 과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증명의 정당화 과정을

인지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연역적 사고의 수준으로 이

끌어 줄 필요가 있다.

I. 서 론

수학교육에서 기하영역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0). 따라서 수학 영재

교육에서도 기하를 소재를 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

분 중의 하나이다. 기하교육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기하적 직관 능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추

론 능력 및 증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하교육에서 증명 영역은 형식 기하의 연역적 증명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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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잘못된 인식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정수진, 2002; 홍진곤, 권석일, 2004).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기하적 추상화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학습 내용으로 작도를 선택하고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기하 사고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또한

그 수준에 적절한 작도 영역의 교수·학습 자료를 모색

하고 작도를 활용하여 그들의 정당화 과정에서 보여

지는 기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런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van Hieles(1986)의 기하 사고의 0수준에서 4

수준 중 기하 사고의 2∼3수준에 도달해 있는 초등수

준에 있는 수학영재들에게 체계화된 학습 방법을 제공

과 정당화의 과정을 분석하여 영재교육에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기하교육에서 분석적인 지적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의 구조를 곧바로 파악하는 직관적인 사고는 날카

로운 추측, 의미심장한 가설, 잠정적인 결론으로의 과

감한 도약과 같이 즉각적이고도 생산적인 사고이다.

특히 직관은 핵심적인 연결 관계를 즉각적으로 파악하

는 거의 무의식적인 신속한 인지과정이며 특히 시각적

인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Polya, 1986).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하영역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느끼는 것은 직관 기하에서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형의 본질적 구조에 대해 재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추상적이고 형식화된 연역

적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데서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정규 교육과정을 수행

하고 있는 일반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수학 영재 교육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학 영재들에게 도형의 성질과 개념에 대

해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연역적 증명 능력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작도 활동을 통한

도형의 탐구 활동이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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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생들은 도형을 작도하고, 묘사하고, 측량하고,

상상하고, 비교하고, 변환하고 분류함으로써 관계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기하적인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초등수학에서 증명을 거의 지도하지 않고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논리나 추론이 배제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증명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는 고정관념에 기인한다. 그러나 논리는 수학의 중요

한 영역이며 우리는 논리가 없는 수학을 생각할 수 없

기 때문에 논증기하가 아닌 수학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일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특히 수학 영재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주

제를 선정하여 증명을 시도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병소, 2001).

기하에서 작도는 학생들의 시각화와 기하적인 사고

를 풍부하게 하고 해석과 연역적인 증명을 위한 기초

이다. 작도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 시대

부터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는데, 그 이유

는 작도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아름답고 독창적인 아

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도 문제가 수학적 재능

의 다양한 측면들을 개발하는 교육적 가치와 함께 건

축이나 공학 등의 분야에서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한인기, 2002). 기하는 직관 및 논리를 동시

에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초등 기하 교육에서 도형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

라 도형을 만져보고 그려보고 쪼개보고 움직여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실험적 접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도하도록 하고 작

도한 도형의 성질을 파악하게 하여 증명을 위한 가장

좋은 작도법을 알아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태식

(1991)과 정은실(1995)은 기하교육에서 van Hieles의

기하 사고의 각 수준을 분석하면서 시각적 기능, 언어

적 기능, 논리적 기능, 적용 기능과 함께 작도 기능을

포함하였다. 기하에서 작도는 학생들의 시각화와 기하

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해석과 연역적인 증명을 위

한 기초가 되며, 교사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에서 그

들의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며 증명을 강화하고

많은 기하학적 관계에서 시각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기존의 지필 환경에서는 작도 활동을 하는

데 방법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다

양한 활동과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여 기하교육을 풍요

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컴퓨터의 활용이다

(신동선, 류희찬, 1998). 탐구형 소프트웨어 활용 기하

학습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구체물로부터 도형의 특성을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도

움을 주며, 더불어 도형의 성질 탐구를 위하여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임해경

(2001)은 GSP를 활용하여 초등 기하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고 영재 교육 자료

로 활용하여 지도 교사들이 예상치 못한 수학적 원리

를 발견한 사례들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발견의 원천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증명의 원리를 작도의 내용에 적

용시키고,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이는

증명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당화의 가능성

과 이들에 대한 교수·학습에서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van Hieles의 기하 사고 수준 이론

van Hieles는 Piaget와 같이 기하 발달이 단계적으

로 발달한다는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학습’에 더욱 초

점을 두어 학습에 의해 발달 단계를 다음 수준으로 이

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 활

동이란 경험의 세계를 조직하는 활동이며 한 수준에서

경험을 정리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수

단은 새롭게 경험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그것을 조직화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 수준으로의

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

라 기하의 학습과 지도는 그러한 불연속적인 사고 수

준을 거치면서 수학적 사고를 재발명해 가도록 하어야

한다(강완, 김상미, 박만구, 백석윤, 오영열, 2009; 우정

호, 1986). van Hieles가 제시한 다섯 단계는 아래의

<표 1>에서와 같이 도표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기하학습 수준은 제 0수준부터 제 4

수준까지 5단계로 나누어 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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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기능

제0수준
(도형
인식)

제1수준
(분석)

제2수준
(명제화)

제3수준
(논증)

제4수준
(연역)

인식
대상

주변의
사물

도형 성질 명제 논리

인식
수단

도형 성질 명제 논리 추상화

<표 1> 기하 학습 수준의 발달

김선렬(1992)은 이전까지 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연구되던 것을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5차 교

육과정에 대한 수학과의 van Hieles의 수준을 적용했

다. 그는 제5차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

하 영역의 내용이 van Hieles 이론의 순서대로 되어있

지만 몇몇 단원은 순서에 어긋나게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고 수준 제3수준에 해당되는 내

용들이 중학년의 학습 내용으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규모(2002)는 van Hieles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타당성 연구와 실험 연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고, 초

등학교에서의 교과서 분석과 적용 연구가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7차 초등학교 수

학과 교육과정의 도형 영역의 내용은 대부분 van

Hieles의 사고 수준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2, 3수준에

서 학습자들의 조작적 활동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

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van

Hieles 수준 검사를 통하여 van Hieles 이론의 타당성

을 입증하였고, 학습자들의 사고 수준이 낮음을 파악

하고 이 학습자들에 대한 도형 지도의 적절성을 감안

하여 각 수준에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창석(2006)은 van Hieles의 이론을

기반으로 GSP를 활용한 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

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van Hieles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

시하고 작도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an Hieles 이론에 근거하여 초등수

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기하 사고 수준을 확인하

고 작도 영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탐구하

여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정당

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2. 작도과정에서 증명의 정당화

기하학에서는 작도라 하면 눈금없는 자와 컴퍼스만

을 사용하여 작도를 하는 일을 말한다. 작도에 대한

언급은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 그리스 기하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면적 결정이나 건축 설

계 등과 같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도형을 작도하였다.

이렇게 측량의 필요에서 비롯된 작도는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논리적인 정신을 중요시하는 그리스인들의 사

고와 맞물려 종이 위의 도형의 성질 연구를 위한 작도

로 위치를 달리하게 된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도

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이 주된 목적인 이들에

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도형의 작도는 중요한 사고의

수단이었다.

수학교육에서 작도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전현미(1996)는 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이 삼각형의 결정조건과 합동의 오류 조건

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삼각형의 작도 활동을 통해 깊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혜원(1997)은 작도활동이 도형의 여러 성질을 재

인식하고 기하의 새로운 개념이나 정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적인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병철(1999)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작도가 증명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

음을 지적하면서, 기하 문제를 풀 때 분석-작도-증명-

검토의 과정을 제시하고 작도가 도형의 성질 분석과

증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송상헌, 장혜원, 정영옥(2006)은 초등학교 6학년 수

학영재들의 기하과제 증명 능력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증명의 수준과 증명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초등수학 영재들이 보여주는 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 영재들에게 유형이 체계

화된 증명 학습 방법이 제공되기만 하면 연역적 사고

력을 자극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작도를 통

한 정당화의 과정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

토록 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또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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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들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

교화 된 설명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Schoenfeld(1986)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하적인 작도를 재미있

고, 도형의 성질 탐구나 증명 같은 기하의 다른 영역

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작도

하는 방법을 외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많은

학생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작도 문제를 기계적인

절차에 의존해 풀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18명의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서울특

별시 A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초등수학 분야에서 교육

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학급의 교사들로부터 수학적

잠재력이 있다고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영재성 검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하여 최종 선발된 수학영재 교육 대상자들이었다.

최종 프로그램을 위하여 B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의

수학영재 학급의 5, 6학년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에 걸친 실험을 통하여 최종 적용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2. 연구 절차

(1) 기하적 능력 사전 점검

van Hieles의 기하 사고 수준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

진 수준 테스트를 바탕으로 양규모(2002)의 검사지와

채점 방법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만들어 이용하여 학생

들의 기하 수준을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2) 프로그램의 개발

작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기하 수준에 적

합한 내용을 서적, 논문, 선행 연구를 참고하며 학습

자료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기하 사고과정

을 작도에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탐구형 소프트웨

어인 GSP의 사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

용을 구성하였다. 1차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작도를 중

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B대학 과학영재교육원 학생

들에게 적용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수학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3) 프로그램의 적용 및 분석

프로그램을 B대학의 과학영재교육원 대상 학생들에

게 적용하면서 그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본

검사를 위한 대상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하 수준에 맞게 순차적으로 학습의 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였다.

과

제

수 업 단

계
교수-학습 활동내용 비 고

제 1

과

제:

달걀

퍼즐

을

완성

하

라!

1

단계

문제

상황

제시

▪ 헨델과 그레텔의 구출 미션

-퍼즐 속에 숨은 작도의 활용

-달걀퍼즐 구성모양 살피기

2

단계

해결

방법

찾기

▪ 작도의 의미와 다양한 작도방법 알

기

-선, 삼각형, 사각형, 원의 작도

컴퍼스,

눈금없는

자

3

단계

문제

해결

하기

▪ 달걀퍼즐 완성하기

-달걀퍼즐을 작도하여 나만의 모양 꾸

미기

색지

제 2

과

제:

똑같

은

땅모

양을

그려

라!

1

단계

문제

상황

제시

▪ 놀부에게 주어진 도깨비의 제안

-놀부의 땅모양 옮기기

-놀부의 집의 두 배 넓은 땅 그리기

2

단계

해결

방법

찾기

▪ 닮음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작도

기법

-선: 주어진 선분 2배 연장선 작도

-각: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 작

도

컴퍼스,

눈금없는

자

3

단계

문제

해결

하기

▪ 주어진 삼각형과 닮음 삼각형 그리

기

-닮음 삼각형의 조건

제 3

과

제:

삼각

형을

돌려

라!

1

단계

문제

상황

제시

▪ 삼각형은 어떻게 돌려?

-삼각형의 중심 찾기

2

단계

해결

방법

찾기

▪ 중심의 의미 알기

-중심 잡기 활동하기

▪ 각의 이등분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 선의 이등분선 작도

-삼각형 세 변의 이등분선의 교점

포크,

숟가락,

유리컵,

이쑤시개

3

단계

문제

해결

하기

▪ 삼각형의 중심 찾기

-삼각형 중점의 의미와 찾는 방법 알

기

컴퍼스,

눈금없는

자

<표 2> 교수-학습 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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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제:

컴퍼

스는

너무

어려

워

1

단계

문 제

상 황

제시

▪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하는 스폰지밥

-작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
GSP

2

단계

해 결

방 법

찾기

▪ GSP 사용법

-작도, 측정, 변환, 표현기능 익히기

3

단계

문 제

해 결

하기

▪ 정다각형 그리기

-GSP를 활용하여 정다각형 그리기

제 5

과제:

꼬마

수학

자의

고민

1

단계

문 제

상 황

제시

▪ 왜 그럴까?

-삼각형의 정리에 대한 탐구심 발동

2

단계

해 결

방 법

찾기

▪ 삼각형 정리 증명방법 알기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

다.

-정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같다.

GSP

3

단계

문 제

해 결

하기

▪ 정당화하기

-피타고라스정리 증명

컴퍼스,

눈금없는자

<표 2> 교수-학습 과제 내용의 계속

본 연구에서의 증명의 정당화 과정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5개의 주제 중 제 5주제인 ‘꼬

마수학자의 고민’ 중 2단계와 3단계의 자료만을 분석

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van Hieles의 사고 수준 분석을 위하여 학습

자들이 자신들의 증명과정에서 보여 준 정당화 과정들

을 정은실(1995)의 수준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

였다. 그리고 제한된 수업 시간에 증명의 정당화에 초

점을 두기 위하여 GSP의 사용법은 사전에 과제로 제

시하였고, 학생들의 GSP의 결과물과 도형의 성질과

관련한 정리의 증명 과정을 적은 학습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GSP의 기능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종이에 증명과정을 제시한

것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IV. 결과

1. 기하 사고 수준 검사

(1) 증명 과정에서 본 기하 수준

영재교육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기하 사고 수준

분석을 위한 증명 문제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증명 전에 초등 수준에서

의 설명을 덧붙였다. 아래 증명 문제는 초등 수준에서

는 다루지 않는 문제로 초등영재 교육 대상자들의 기

습 학습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의 정리를 시각화 시킨 후 시각적 증명과

형식적 증명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두 가지 자신

의 방법으로 증명을 보이시오. “직각삼각형의 빗변

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

다.”

분석 결과를 보면 van Hieles의 기하 수준에서 두

번째 단계인 1 수준의 증명에서는 문제의 의미를 정확

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성립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완전한 증명의 과정에서

끝내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

고 조작적으로 특정한 수를 넣어 성립함을 보여 주었

다.

<그림 1> 부정확한 구체적인 수치 제시의 예

<그림 1>에서 이들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인 각 변의 길이가 3, 4, 5인 예를

변의 길이로 또는 그림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에

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대상을 종이 위에 표현은 하지만 부정확

한 정보를 제시하여 van Hieles의 두 번째 수준인 1수

준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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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특정한 수치를 적용한 예

<그림 3> 일반화에는 이르지 못한 예

<그림 2>와 <그림 3>의 예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

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고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에서 알고 있는 조건에서 증명에 필

요한 조건을 찾아내지만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연결하

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증명은 이전에 책이나 증명의

경험 등에서 보았던 사실을 기억하여 특정한 경우인

변이 3, 4, 5인 것을 예로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각 변에 등간격으로 묶인 매듭의 수를 가지고 예로 보

여 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용하

고 있지만 아직은 명확히 관계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1수준으로 분류하였

다.

다음은 제 2 수준의 예들이다.

<그림 4> 부정확한 일반화의 시도 예

<그림 5> 부분적인 일반적 사례 제시 예

<그림 6> 도형 사이의 관계 파악의 예

<그림 7> 부정확한 유추를 한 예

<그림 8> 부정확한 유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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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각적 자료에서 부정확한 유추의 예

<그림 10> 부정확한 유추의 예

van Hieles의 기하 수준에 따르면 세 번째 수준인

제 2수준은 관계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이 가능한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형 사이의 성질을 이해하고 도

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기하적인

모양을 보고 초보적인 대수적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단계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때, 학생들은 비교적 정

확한 이해와 적절한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험

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초보적인 추론은 가능하지

만 공리나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림

6>은 기하적인 그림과 대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학생은 두 표현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논리적 순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친숙하게 알

고 있는 도형의 넓이, 합동, 작도 등을 적절하게 이용

하고 증명 과정에서 가정과 결론을 이해하고 있으나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흐름이 부적

절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오류는

부정확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 2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알고 있는 조건에서

증명에 필요한 조건을 선택하지만 적절한 증명을 추론

하여 구성하는 데는 어려워한다. <그림 10>은 이전에

증명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는 했으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 가고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으나 부정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다음은 제 3 수준에 해당되는 예들이다.

<그림 11> 적절히 보조선을 사용한 예

<그림 12> 증명과정의 제 3수준의 예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는 제 3수준

에 이르는 예를 보여 주었다. 이 수준에서는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 및 도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의

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도형에서 보조선 같은 것을 언제 어떻게 사

용하는가를 인지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특별

한 도형을 그리거나 작도하는 방법을 유추해 내었다.

그러나 명제가 연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공리, 정

의, 정리, 증명의 의미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며 전체

기하의 연역체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지는 못하는 단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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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예에서 이들은 기본적인 원리인 도형의 합

동과 작도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기호를 사용

하여 정리의 가정을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논리적인

증명을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친숙한 자

료의 사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그림 11>의 경우에 이 학생은 이미 많은 증명을

해 본 것처럼 보이며 각 단계마다 그 추론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증명의 방향을 정확히 알

고 이를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림 12>의

경우 전제로부터 등적 변형의 개념을 활용하여 증명하

려는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그 외에 합동의 개

념과 넓이의 개념을 활용하여 주어진 사실을 논리적으

로 증명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예들을 통하여 van Hieles가 제안한 가

장 높은 수준인 제 4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

명이라는 한정된 소재를 제시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

어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들 수학 영재들은 선행으로 학습한 내용을 따라서 증

명을 이끌어 가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자신만의 독특

한 증명 방법의 제시는 거의 보여 주지 못하였다.

(2) 분석 결과

영재 교육 대상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기하학 사

고 수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수준 학생 수 퍼센트(%)

0 수준 0 0 %

1 수준 7 39 %

2 수준 8 44 %

3 수준 3 17 %

계 18 100 %

<표 3> 기하 사고 수준 검사 결과표

이를 통하여 볼 때, 대상 학생 18명 중 15명(83%)이

van Hieles의 기하 수준 중 각각 둘째와 셋째 단계인

제 1수준과 제 2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명은 특별한 수치의 길이에 대해 임의로 선정한 예에

대한 점검이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제 1수준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8명의 학생은 혼자 논리적인 순

서로 증명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제 2수준의 특

성을 주로 보여주고 있었으나 학생들에게 보조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3명은 제

3수준의 문제해결을 위한 원리를 찾았다.

2. 교수·학습 자료 반응 분석

교수·학습 중 이들 수학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이 활

동한 자료를 통하여 이들의 작도를 하면서 증명에서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이등변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는 같다”의 두 정리에 대해 참임을 보이

도록 과제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GSP프로그램이 사

용되었으며 참임을 보이는데 필요한 삼각형의 합동조

건과 증명의 방법에 대하여 학습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초

등학생 5, 6학년 18명의 학생들 중 van Hieles의 기하

사고 수준이 제 2수준이 넘는 학생들 중 증명을 잘 이

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3명의 학생들이 이

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정리에 대해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증명 과정에서 정당화 과정과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풀이과정에 대한 접근방식, 증명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도와 증명 수준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들 학생들의 증명과정에 대한 분석 예이

다.

1) 학생 1의 증명 과정

학생 1의 기하 사고 수준 사전검사에서 2∼3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행 과정에서도 가정과

결론을 구분해서 쓸 수 있었고 적절한 보조선을 사용

하여 그림에서도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잘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의 이등분과 각의

이등분을 시각적 표현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였다. 작도의

과정을 제시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하적 접근도 충

분히 가능하였다.

<그림 13>의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

음을 증명하는 과정의 예를 보면, 정당화에 필요한 보

조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두 변과 한 각이 같

음을 보임으로써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합동

임을 보이려 하였다(학생은 알파벳 D를 O처럼 혼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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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변과 끼인각

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합동조건을 잘못

적용하였다.

<그림 13> 합동 증명과정의 오류 예

<그림 14>에서는 꼭짓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

의 교점을 H로 작도하도록 했는데 각 꼭짓점의 이등

분선의 교점을 H로 잡아 내심의 성질을 밝혀냈다.

<그림 14> 문제 파악이 미흡한 예

<그림 15>에서는 삼각형의 외심의 특징을 기초로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 만나다는 것을 직관

적으로 파악하여 증명을 완성하였다.

<그림 15> 직관을 이용한 예

<그림 16>에서는 세 변이 같으면 합동이 되는 삼각

형의 합동조건을 사용하여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들의 합동을 보이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음을 찾아냈다. 보조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당화

를 위한 조건을 적절하게 찾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림 16> 알고 있는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예

2) 학생 2의 증명 과정

학생 2의 경우 활동 1인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음을 해 본 방법과 지식을 활동 2인 정삼각

형의 세 각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과정에서 적절히 사

용하였다. 또한 정리를 역으로 가정하여 도형의 성질

을 변화시켜 그것이 결국 아님을 보이고, 정의를 형성

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에 발견된 성질에 순서를 주는

비형식적, 초보적인 연역적 논증을 단순하게 제시하였

다. 이는 도형의 포함관계와 수학적 정의의 이해가 가

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17>과 <그림 18>에서 시각적 증명을 살펴

보면 이등변삼각형의 꼭짓각 이등분선을 그어 만들어

지는 닮은 두 삼각형의 합동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증명과정에서 수직관계, 삼각형의 성질, 도형의 합동

의 원리를 사용하였다. 형식적 증명에서 두 각의 크

기가 같음을 보이고 있으나 합동의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하고,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논리적인 순서를 지키

지 않고 단순히 조건들을 나열하면 그것이 증명이라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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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학생 2의 활동 1의 증명 예

이 학생의 경우 증명의 정당화 과정에서 경험적이

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추론을 이해하지만 공리나 정

리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림 18> 학생 2의 활동 2의 증명의 예

<그림 18>은 결론을 부정하면서 증명을 이끌어 가

고 있다. 증명의 과정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고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잘 사용하여 세 각의 크

기가 결국 같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

은 도형에 존재하는 성질과 그들과의 관계와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3) 학생 3의 증명 과정

이 학생은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하는 것의 혼동하였

다. 학생들이 정당화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혼동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해결의 최종 지점과 풀이 과정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학생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의 특징을 증명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사용하여 자신이 결론으로 내려야 할 정리를

증명 과정에서 이용하는 오류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찾은 한 가지 요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다

른 요소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못하는 현상이 발견되었

다. 자신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의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그림 19> 학생 3의 활동 1의 증명 예

이 학생은 <그림 19>에서 점 A에서 변 BC에 수

선을 그었다. 그리고 형식적 증명에서 보면 그것을

수직 이등분함을 말하고 있다. 이 학생은 이미 주어

진 조건과 증명을 통해 보여야 하는 것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즉 가정에서 주어지지 않은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정리를 이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논리적인 정당화 과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림 20>에서는 증명의 정당화 과정에서 선분

AH와 선분 BH의 길이가 왜 같은지, 각 CHA와 각

CHB가 왜 같은지를 보여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 학생은 증명의 정당화 과정에서 최종 지점을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증명 과정에서 이용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즉, 정당화 과정에서 삼각형의 합동 조

건의 활용에서 증명해야 할 것과 이용해야 할 것을

혼동하고 있다.

<그림 20> 학생 3의 활동 2의 증명의 예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이

유를 보이는 문제에서 이 학생은 역시 증명의 첫 번

째 조건으로 세 변의 길이가 같음을 들었다. 그리고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같으면 세 각의 크기가 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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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를 보여야 하는데 결론이 오히려 조건으로 사용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선행으로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

두 일치한다’와 같은 사실을 단지 기억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증명의 정당화 과정의 특징

위에서 설명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의

증명 과정에서의 정당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결

론이 참임을 보이기 위해 증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

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가 사전에 증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힌트를 주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기하학적 증명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문제해결의 자원으로서

의 지식의 수준이 증명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증명의 수준이 지식의 수준에 크게 좌우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역적인

증명에는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생들은 증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수치적 접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세 각의 크기가 같게

되는가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을 보일 때, ‘180÷3=60이

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기하 수준 검사

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보일 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각 변의 길이가 3, 4, 5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두 변의 제곱의 합은 한

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보인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었

다. 특히 학생들은 증명의 과정이 어려워지면 특수한

경우를 선택하여 증명해 보이려는 경향을 보였다. 즉,

대부분 증명의 정당화를 위하여 아직은 일반적인 차원

에서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

다.

셋째, 증명의 정당화 과정에서 가정과 결론의 인식

이 불명확하고 최종 결론 지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 일이 있었다. 몇몇은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이용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예를 들어,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왜 같은지 보이는 과정에서 조건으로

밑변이 이등분되었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고

보이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증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하여 정의와 성질의 구분, 기

본적인 원리의 이용은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적

절한 그림의 이용과 가정과 결론의 구분을 어려워하였

다.

넷째, 이미 학습했던 내용을 상기하여 증명에 이용

하려는 경향으로 나름대로의 독특한 증명 방법은 찾아

보기 쉽지 않았다. 제시한 증명 방법은 몇 가지 유형

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자신들의

사고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접근 방법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증명의 정당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

들어가면서 증명을 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전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은 선행 학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직 초등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의 증명 경험

을 되살려 그대로 따르려는 경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

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의

선수 지식보다 그들의 사고력 개발에 집중하여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핵심 요소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이해를 위

해 적절한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당화

과정의 오류를 인지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이끌어 가도

록 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기하교육에서 증명 영역은 형식기하의 연역적 증명

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학생들은 기하적인 증명은 뛰

어난 수학자들만 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잘못된 인식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기하교육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기하학습을 어려워

하고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증명과정은

Polya(1986)가 수학적 문제해결을 ‘답을 구하는 문제’

와 ‘증명 문제’로 이분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명을 연역적이고 형식적인 증명에

서 벗어나 증명의 과정에서 학생의 사고의 흐름을 ‘정

당화’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그리고 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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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정당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제 중심형 문제로 초등수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학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에 적용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van Hieles의 기하 사고 수준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하 사고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학생들이 흥

미를 가질만한 과제를 제시하여 그 과제를 해결해 나

가는 과정을 통하여 작도의 가치와 작도와 증명의 과

정에서 어떤 정당화의 특징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0수준부터 4수준까지 규정한 van Hieles의 기

하 사고 수준과 학습 단계에 비추어 볼 때,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기하 사고 수준이 1~3수준임

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 학생들보다는 높은 수준이

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과 같은 초등 수준을 뛰어

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증명의 정당화 과정

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증명과정 분석에서 van Hieles

의 기하 수준의 마지막 단계인 제 4수준에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시도는 있었으나 이 수준에 도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둘째,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작도를 통한 증명의

수준, 구성요소, 접근방식에 대한 분석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정당화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잘

라 붙이기와 수치적 접근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알아낸 사실들을 보다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연역적이고 형식적인 증명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제시한 대부분의 증명 방법들이 이미 학습한

패턴화 되어 있는 방법을 기억하여 나름대로 전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일반적인 증명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효과

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보다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증명과정에서 직관적으로 파악된 사실을 논리

적인 정당화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증명의 정당화 과정에서 처음에 이들

은 증명을 위해 주어진 정리에 대하여 당연한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증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사가

증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증명의 요소들과 기본

적인 원리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증명해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 영재 교육 대상자들에게 기하에 대해 집

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작도의 학습 주제와 교육내

용 위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임상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작도를 이용한 증명의 학습 방법이 수학 영재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적절히 포함되고,

이를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교화 된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증명으로의 접

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면 기하뿐만

아니라 입체 기하 영역에서의 영재 교육 자료 및 프로

그램의 개발과 그 활용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수학 영재 교육 대상자들의 증명과정 지

도와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발문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사연수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함께 수

학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당화 과정에 대한 다양

한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의 심

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수학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Lakatos(1976)가 강조한 것과 같이 역사발생적인 접근

방법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 수준에서

수학적 발견과 사고에서 형식적 증명보다 비형식적 증

명이 더 중요함을 고려할 때, 수학영재 교육 대상 학

생들 나름대로의 증명 방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접

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적절한 발

문(Small, 2009)과 단계적 힌트를 통한 증명의 시도는

학생들이 증명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오류를

극복하며 주어진 조건을 논리적으로 활용하여 발전적

인 사고를 창출해 내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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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geometrical level and the justification process in the 
proofs of construction by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Justification is one of crucial 
aspect in geometry learning. However, justification is considered as a difficult domain in 
geometry due to overemphasizing deductive justification. Therefore, researchers used construction 
with which the students could reveal their justification processes. We also investigated geometrical 
thought of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based on van Hieles's Theory. We analyzed 
intellectual of the justification process in geometric construction by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18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wed their justification processes when they were 
explaining their mathematical reasoning in construction. Also, students used the GSP program in 
some lessons and at home and tested students' geometric levels using the van Hieles's theory. 
However, we used pencil and paper worksheets for the analys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levels of van Hieles's geometric thinking of the most gifted 
students were on from 2 to 3. In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they used cut and paste strategies 
and also used concrete numbers and recalled the previous learning experience. Most of them did 
not show original ideas of justification during their proofs. We need to use a more sophisticative 
tasks and approaches so that we can lead gifted students to produce a more crea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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