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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초등수학영재의

증명능력 및 증명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권 윤 신 (포항죽도초등학교)

1)류 성 림 (대구교육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초등

수학영재들의 증명능력 및 증명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영재교육원에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수학영재 20명(실험집단 10명, 비교

집단 10명)이고, 실험집단은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

중심의 증명 수업을 하고, 비교집단은 GeoGebra를 활용하

지 않은 일반적인 증명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시 후

증명능력 검사와 증명학습태도 검사를 통해 얻은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명 이전의 선행활동으로서의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으로 학습한 실험집단은 전

통적인 증명 학습을 한 비교집단보다 증명능력에 있어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둘째, 증명 이전의 GeoGebra를

활용한 귀납적 활동을 통해 증명 학습을 한 실험집단은

전통적인 증명 학습을 한 비교집단보다 증명에 대한 신념

및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탐구형 소프트웨어인 GeoGebra의 측정 및 끌기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도형을 변화시켜 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며

가정 및 결론을 분리하여 직접 명제를 만드는 것이 증명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정보화시대로 불리는 21세기에 들어섬에 따라 실생

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수학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학교육에 있어

서 기하학 영역은 여러 분야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서 그 해결방법도 다양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데 효과적

인 분야이다. 학교수학에서 기하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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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하학적 직관을 키우고 논리적 추론을 향상시키는

데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실 수업은 학생

들의 탐구 활동보다는 유클리드 기하의 논리적 증명이

나 형식적 내용들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이 기하학습에서 곤란을 겪는 이유로는 기하학

습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조작이나 활동이 제한되

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기하영역에서는 공

간적인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작 활동이 없으면 학

생들이 학습한 기하학적 지식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의미 없게 된다.

한편, NCTM(1989, 2000)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수학적 힘을 기르는 것이

라 했고, 수학은 추론하는 것이며 추론 없이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

기서 수학적 힘이란 탐구하고 예측하며 논리적으로 추

론하는 능력, 수학에 관한 또는 수학을 통한 정보 교

환능력, 수학 내에서 또는 수학과 다른 학문적 영역

사이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 문제해결이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수량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려는 성향과 자신감을 포함한다. 추론

이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이

끌어 내는 사유 작용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이

세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학적 활동에서 추론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우정호, 2000; NCTM, 2000). 이와 같

이 수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수학적인 힘과

추론 능력을 키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증

명이다(허지연, 2005). 증명은 추론이 옳다는 것을 자

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활

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학교 수학에서의 증명

지도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정호,



권 윤 신․류 성 림124

소프트웨어 범주 특징
소프트웨어
종류

기본적
기능의
S/W

CAS(Computer
Algebra
System)

핵심 기능은 기호적
형태의 수학적 표현을
다루는 것임

Mathematica,
Mapl

DGS(Dynamic
Geometry
Software)

사용자가 기하적 대상
을 만들고 다룰 수 있
는 소프트웨어를 말
함. 구성을 마친 후에
는 사용자가 그 구성
물을 변화시킬 때 어
떻게 변화하는지 관찰
할 수 있음

GSP,
CabriⅡ

Logo
함수적인 프로그래밍
을 위한 컴퓨터 프로
그래밍 언어

Logo

스프레드시트
(Spreadsheet)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수열이나 함수를 실제
로 구현해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Exc

결합된JavaMAL Logo와 DGS의 기능
을 모두 가지는 자바

JavaMAL

[표 1] 수학 학습 소프트웨어

[Table 1] Softwares in mathematics

1994, 1998; 류성림, 1994, 1998; 나귀수, 1998; 서동엽,

1998; 조완영, 2000). 대부분 학생들이 증명 단원에 대

한 학습 성취도가 저조하고, 증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증명단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교사들 또한 증명에 관한 적

합한 지도방법의 부재로 교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부의 수학 교육자들은 증명교육의

가장 큰 실패원인을 절대주의 수리철학의 영향 아래

연역적이고 형식적이며 엄밀한 증명을 강조한

「Euclid원론」에서 찾기도 한다(박인희, 2005).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수학교육 연구자들

은 GeoGebra와 같은 역동적인 탐구형 소프트웨어가

학생들의 직관과 경험적 정당화 활동을 풍부하게 만들

어 학생들의 증명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하였다(류희찬ㆍ조완영, 1999; 한혜숙․신현성,

2008; 이헌수, 2011; Scher, 1997; Galindo, 1998;

Marrades & Gutie'rres, 2000). NCTM(2000)에서도 학

생들의 추론 및 증명 활동에 역동적인 기하 소프트웨

어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김흥기, 1998; 나귀수, 1998, 2011;

류성림, 1998; 이용민, 2000; 조완영, 2000; 박미덕,

2003, 박인희, 2005). 물론 현행 교육과정상 증명이 중

학교 2학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수학영재

들의 특성 중 귀납적, 연역적 추론능력이 뛰어나다는

것과 권성룡(2003), 송상헌․장혜원․정영옥(2006), 김

정하(2010), Lee(2005) 등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

중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나 영재들은 기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정당화를 할 수 있고, 연역적 정당화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초등수학영재에게도

GeoGebra와 같은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한다면

증명 학습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Sriraman(2004)은 4명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에서 증명의 교수․학습에서는 귀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식적 증명으로 진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증명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clid 원론에 따른 연역적인

전개방식으로서의 증명 지도방식을 개선하여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초등수학영재들의 증

명능력 및 증명학습태도(이하 ‘증명태도’라 함)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GeoGebra의 활용이 어떻게 초등

수학영재의 증명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사점

을 찾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및 증명

수학교육에 컴퓨터의 도입은 수학의 탐구 방법과

교과 내용, 교수 방법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과 시각적 대상의 다양한 조작 능력은

수학적 대상을 탐구하고 모의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실

험실 환경을 제공하고,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프랙탈과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도 생기게 된

다. 즉,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 수학교육에서는 실험,

추론, 증명과 같은 수학적 활동을 강조할 수 있게 되

고, 특히 내용 면에서 응용 수학이나 수치해석이 다시

부각되고 이산 수학이 더욱 중요해지며, 좀 더 구성적

인 방법으로 수학 내용이 제공될 수 있다(정권철,

2002). 지금까지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 학습 소프트웨어를 특징에 따라 기본적 기

능과 결합된 기능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장혜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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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S/W

(Logo+DGS)

애플릿으로 기하 도형
에 대하여 거북 기하
적으로 또는 움직이는
기하적으로 그릴 수
있음

DMS(Dynamic
Mathematics
Software)

DGS의 기능, CAS의
기능과 스프레드시트
등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GeoGebra,
GEONExT

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GSP, CabriⅡ,

GeoGebra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역동적으로 기하를 탐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들 소프트웨어를 탐

구형 기하 소프트웨어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GeoGebra는 기하적 영역과 대수적 영역의 두 가지 영

역을 서로 연결시켜 함께 탐구할 수 있도록 시도한 프

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기하적 대상과 대수

적 대상을 바꿀 수 있고 한 가지 대상을 바꾸면 자동

적으로 다른 대상이 함께 그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학

습자인 학생은 기하적 대상과 대수적 대상이 서로 연

결되어 있으며 마치 한 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수학적 대상들의 서로 역동적인 연결성은 학생

과 교사에게 새로운 수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학적 탐구기회를 얻

을 수 있게 해준다(장혜진, 2011).

이러한 탐구형 기하 소프트웨어는 기하의 여러 가

지 성질은 물론 증명 학습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다. 류희찬ㆍ조완영(1999)은 탐구형 기하 소프트웨어가

증명의 필요성 이해 및 경험적 정당화와 연역적 정당

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증명

수업에서의 탐구형 기하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논의하

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탐구형 기하 소프트웨어의 측정, 끌기 기능 등을 이용

한 추측, 탐구 등 일련의 경험적 활동은 궁극적으로

연역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경험적 활동을 연

역적 정당화로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가정

과 결론의 구분과 의미의 이해, 경험적 정당화를 연역

적 정당화로 연결시키는 과정과 연역적 정당화의 필요

성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으며, 학생들의 경험적 활동

을 반성적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적극적

인 안내와 적절한 과제의 구성 등 교수학적 처방이 뒤

따라야 한다. 신동선ㆍ류희찬(1999)은 수학 학습 내용

과 연관시켜서 수학 교육에서의 컴퓨터 활용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수 및 함수 영역에서

는 복잡한 계산에 치우쳐 문제해결에 필요한 단계적

분석이나 조작과정이 경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함수단원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여러 가지 결과를 짧은 시간 안에 대조해 봄

으로써 함수의 절편이나 기울기 등 학습목표를 직관적

으로 전달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개념 설명이 용이

하다. 둘째, 현재 교과 내용상의 기하 단원은 지나치게

논리 연역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형식적으로 취급되

고 있다. 그런데 Euclid 기하를 다룸에 있어서 평행이

동이나 회전, 반사 확대 등 교과 내용상의 변환기하를

다루면 기하학의 역동적 모습을 보게 되어 학습 효과

가 크게 향상 될 수 있다. 셋째, 확률과 통계 영역에

있어서는 산술적 풀이방법에 치우친 과거의 교육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 고안이 가능하다. 즉, 컴퓨터의 난

수 생성기능을 이용하면 수학적 확률뿐만 아니라 경험

적 확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통계 부분

에 있어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히스토그램 작성을 통해

구체적 체험을 할 수 있어 통계적 개념 형성에도 도움

이 된다. 넷째, 귀납적인 증명 방법 등에 활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수학적 증명의 성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귀납적 증명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유한적이고 이산적인 컴퓨터의 성격을

활용한 새로운 증명법으로써 기존의 연역적인 수학적

증명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결과를 컴퓨터를 통하

여 실험함으로써 그 결과를 검증 받는 방법이다.

2. GeoGebra의 기능 및 특성

가. GeoGebra의 소개

GeoGebra는 기하, 대수, 미적분학과 통계적 대상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모두를 위한 움직이는 수

학 소프트웨어(Dynamic Mathematics For Everyone)’

이다. GeoGebra는 2001년도에 오스트리아 Salzburg 대

학의 Markus Hohenwarter에 의해 개발되었고, 2002년

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이후 많은 나라의 교사들이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GeoGebra는 현재 50개

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190여개 나라에서 수백만

의 교사와 학생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고, 또한 매달 30

만회 이상 다운로드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의 교과서

에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9월부

터 GeoGebra의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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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소프트웨어와 GeoGebra 도움말 공식 매뉴얼 3.2

의 번역이 완료되었다(장혜진, 2011; 최경식, 2012).

GeoGebra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만큼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학생들이 프

로그램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적다. 더욱이 색을 사용

하는데 있어 자유로워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고 아름

다운 수학을 느낄 수 있다.

나. GeoGebra의 인터페이스

GeoGebra는 대수창, 기하창, 스프레드시트 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대수창과 기하창만 나타

난다. 스프레드시트 창을 열기 위해서는 ‘보기-스프레

드시트 창’을 선택하면 된다. 대수창에서는 기하창에

나타나는 여러 대상들의 정보를 보여준다. 특별히, 점,

선, 함수 그래프 등의 대수적 표현을 보여준다. 기하

창에서는 기본적인 기하적 대상들과 함수의 그래프,

벡터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GeoGebra는 대수적

표현과 기하적 대상을 서로 연결하여 보여줍니다. 즉,

기하창에서 기하적 대상에 변화가 있으면, 대수적 표

현이 그에 따라 변화하며, 대수적 표현을 변경하게 되

면, 기하적 대상에 변화가 나타난다. 화면 윗부분에는

도구상자가 있으며, 도구상자의 오른쪽 구석에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면, 도구상자가 열리면서 유사한 도구

들이 나타나게 된다. 각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도

구상자 오른편의 도구 도움말을 참고할 수 있다. 입력

창에서는 직접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특수문자나 그리스 문자, 명령어 등은 오른편의 콤보

박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GeoGebra의 인터페이스

[Fig. 1] Interface of GeoGebra

다. GeoGebra의 특성

GeoGebra의 가장 큰 특성은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

한 역동적인 시각화이다. GeoGebra를 사용하여 작도한

도형은 전통적 학습 도구인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작도한 도형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종이와 연필로

작도한 도형이 정적인 반면, GeoGebra로 작도한 도형

은 역동성을 갖는다. GeoGebra의 드래그(drag, 끌기)

기능이 도형의 역동성을 가능하게 한다. GeoGebra가

제공하는 도형의 역동성이란, 도형의 꼭짓점을 드래그

(drag)하여 도형의 근간을 이루는 기하학적 성질(관계)

은 유지한 채 도형의 외관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GeoGebra로 작도한 (표준

형)평행사변형의 꼭짓점을 드래그하여 그것을 정사각

형, 직사각형, 마름모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평행사변

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평행사변형의 불변의 성

질은 항상 유지되면서 다른 가변적인 요소들이 변화되

어 외관의 형태가 다른 다양한 과정을 풍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의 직관 및 추측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

백도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

라. 증명 학습에서 GeoGebra의 역할

선행연구들은 역동적인 기하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학생들의 증명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류희찬ㆍ조완영, 1999; Scher, 1997;

Galindo, 1998; Marrades & Gutie'rres, 2000; 이헌수,

2011). GeoGebra는 학생들의 증명 학습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

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탐구 과정을 제공

함으로써 증명 학습을 도울 수 있다. 나귀수(1998)는

학교 수학에서 증명은 단지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정당

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 발견, 확신

과 이해, 조직화, 분석과 종합 등 여러 측면이 통합되

어진 과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NCTM(2000)도 증명과 추론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탐구 및 추측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증명

에 대한 지도는 형식적인 증명 절차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학생들의 직관이나 귀납적 접근을 통한 탐구

과정 또한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 Si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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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1996)은 학생들의 증명에 대한 이해는 귀납적 방

식에서 연역적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연역적 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

사는 학생들의 귀납적 탐구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한

혜숙․신현성, 2008).

두 번째로 GeoGebra의 사용은 학생들의 추론에 대

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증명 학습을 도울

수 있다. 비록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학생들에게 직

접적으로 형식적인 연역적 증명 과정을 제시하지는 못

하지만,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추측과 확인의 기회

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증명 학습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

수학교과에서 교수학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추론

과 증명을 수학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

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NCTM, 2000). 즉 증명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이 증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증명 과정에 대

한 지도만큼 중요하다. 한혜숙․신현성(2008)과 류희찬

ㆍ조완영(1999)은 역동적인 기하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학생들에게 연역적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증명 학

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이해를 발달시키는데 긍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그런 소프

트웨어의 사용이 학생들 스스로 경험적 정당화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하여 연역적 증명의 필요성 인식과 이

해 발달에 효과적이었다. 이헌수(2011)도 GSP를 활용

한 시각화는 수학영재들에게 기하학적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검증하여 일반화하는데 도움

을 주고, 귀납적 추론 능력과 분석적이고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계발한다고 하였다. GSP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시각화 활동을 할 수 있는 GeoGebra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증명 학습에 역동적인 기하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또한 있다(Chazan, 1993;

NCTM, 2000; 한혜숙․신현성, 2008). 역동적인 기하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오히려 연역적 증명의 역할이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소프트웨어의 측정, 변환, 드래그(drag) 기능을

통한 다양한 귀납적 추론 및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경

험적 정당화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연역적 증명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그 자체가 저절로 학생

들의 증명능력이나 증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학

생들의 증명 학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활용방법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Connel, 1998), 적절한 증명 과제 및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교사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교사의

주의 깊은 관찰과 적절한 발문 활동은 학생들의 경험

적 탐구에 의한 추론과 연역적 정당화 과정을 연결하

고 학생들이 연역적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혜숙․신현성,

2008; 류희찬ㆍ조완영, 1999).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

용한 학습 환경에서 교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메

타인지의 이동과 같은 교수학적 변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을 안내하는 것이다. 즉 증명에 대한 이

해가 본질적인 학습 요소로서 여겨지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imon & Blum, 199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은 모두 비무선 표집의 방법

중 편의표집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K도 부설

영재교육원에 소정의 선발 절차를 통해 수학영재교육

을 받고 있는 6학년 초등수학영재 20명이다. 이 중 선

발 성적이 거의 같은 학생을 2명씩 짝을 지어 실험집

단에 10명, 비교집단에 10명씩을 배치하였다. 이들 두

집단에 대한 사전 기하 증명능력 검사의 t-검정 결과

동질 집단으로 밝혀졌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로써 귀납활동을 도입한 증명 학습을 독립변인으로 하

고, 증명능력에 대한 성취도와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 모형은 [표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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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검사 실험처치 사후 검사

실험집단 O1 A1 X1 O2 A2

비교집단 O1 A1 X2 O2 A2

[표 2] 연구 설계 모형

[Table 2] Model of research design

O1: 사전 기하 증명능력 검사,

O2: 사후 기하 증명능력 검사

A1: 사전 증명학습태도 검사,

A2: 사후 증명학습태도 검사

X1: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을 도입한 증명 수업

X2: 전통적인 교사 설명식 증명 수업(GeoGebra를 활

용한 귀납활동을 도입하지 않고 연역적인 전개방

식의 교사 설명식 증명수업)

3. 검사 도구

가. 능명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는 사전 기하 증명능력 검

사, 사후 기하 증명능력 검사이다. 기하 증명능력 검사

지는 서동엽(1998)이 제작한 문항지에서 ‘추론의 구성

과 관련된 요소에 관한 조사문항’을 사전검사로, ‘증명

의 의미와 관련된 요소에 관한 조사문항’을 사후검사

로 실시하였다.

1) 사전 기하 증명능력 검사

사전 기하정당화능력 검사는 실험처치 이전에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추론의 구성과 관련된 요소’에 관한 문항인데, 이는

증명지도에 앞서 표면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지도된 내

용요소로서 증명을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선행 요소

이이다. 검사지의 구성 요소와 관련 문항번호는 다음

과 같다.

C1. 추론규칙: 분리논법-1, 2번; 연접논법-3, 4번; 긍

정논법-5, 6번; 조건삼단논법-7, 8번

C2. 기호화: 19번

C3. 정의와 성질의 구분: 9번

C4. 적절한 그림의 이용: 17, 18번

C5. 기본적인 원리의 이용: 도형의 포함관계-10번;

삼각형의 내각의 합-11번; 평각의 크기-12번;

등식의 추이성-13번; 삼각형의 합동 조건-14,

15번

C6. 검토의 다양성 및 완전성: 14, 15번

C7. 도형의 해석 및 증명에의 이용: 15, 16번

C8. 문장화: 20번

M2. 함의: 10번

2) 사후 기하 증명능력 검사

M1. 추론의 연결 관계: 2번, 6번, 7번, 10의 (2)번,

11번, 12번

M2. 함의: 4번

M3. 가정과 결론의 분리: 10의 (1번), 11번

M4. 정리는 예외가 없다: 1번

M5. 명백한 명제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 3번, 10의

(2)번

M6. 증명의 일반성: 5번

C9. 반례를 이용한 반증의 방법: 8번, 9번

나. 증명태도 검사

증명태도 검사는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학

생들의 증명학습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을 비

교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문항은 박미덕(2003)의 증명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지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 문항번호는

다음과 같다 (단, 사전 증명태도 검사는 1)～4)의 4가

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유는 5)번 문항은 증명을

배운 후에 답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 기하증명의 중요도와 그 이유: 문항번호 1,

1-(1), 1-(2)

2) 기하증명의 선호도와 그 이유: 문항번호 2,

2-(1), 2-(2)

3) 기하증명의 학습동기와 그 이유: 문항번호 3,

3-(1), 3-(2)

4) 기하증명의 난이도와 그 이유: 문항번호 4,

4-(1), 4-(2)

5) 기하증명의 이해도와 그 이유: 문항번호 5,

5-(1), 5-(2)

4.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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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시간 수업 목표 및 내용

기하학과
작도

1～3/15
(3시간)

목표

▪기하학의 기본개념과 유클리드 기하
학을 이해할 수 있다.

▪유클리드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형을 정확히 작도할 수 있다.

내용

▪평행선과 수직선 그리기
▪삼각형 그리기(이등변삼각형, 정삼

각형, 직각삼각형)
▪사각형 그리기(평행사변형, 사다리
꼴, 마름도, 정사각형)

▪각의 작도

GeoGebra
를 활용한

작도
기능
익히기

4～6/15
(3시간)

목표

▪유클리드 도구를 이용한 작도와
GeoGebra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
다.

▪GeoGebra를 이용하여 다양한 평면
도형 작도할 때, 도형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작도할
수 있다.

내용

▪GeoGebra 사용법 익히기
▪삼각형 그리기(이등변삼각형, 정삼

각형, 직각삼각형)
▪사각형 그리기(평행사변형, 사다리
꼴, 마름도, 정사각형, 등변사다리
꼴)

[표 4] 15차시의 수업 목표 및 내용

[Table 4] Learning goals and contents of 15 lessons

연구문제와 연구대상 선정(2012년 1월)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2012년 1월～5월)

↓

사전검사 실시(2012년 5월)

↓

GeoGebra를 활용한 프로그램 적용(2012년 6월～7월)

↓

사후검사 실시(2012년 8월)

↓

자료 분석 및 처리(2012년 8월～9월)

↓

연구 결과 분석(2012년 9월～12월)

[표 3] 연구 절차

[Table 3] Process of research

5. 자료 처리 및 분석

가. 증명능력 검사의 채점 방법

사후 검사에는 증명을 요구하는 3-4개의 문항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의 기준이 필요하였다. 따라

서 Thompson & Senk(1993)의 기준을 적용하여 1점

만점으로 채점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공적이지 못한 답변>

0점 - 무의미한 작업을 했거나 아무것도 쓰지 못

한 경우

0.25점 - 시작은 했으나 일찍 막힌 경우

0.5점 - 답변이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지만 중

요한 오류를 범한 경우, 또는 답변에 다소 핵심

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 성공적인 답변>

0.75점 - 합리적인 풀이를 했으나 기호나 형식에서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

1점 - 풀이가 완벽한 경우나 답변이 훌륭한 경우

나. 증명태도 검사의 채점 방법

5개의 문항 모두 긍정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의 5단계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점수를 산출하였다: 5점: 매우 그렇다, 4점: 대

체로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아니다, 1점:

매우 아니다.

다. 자료의 분석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ㆍ사후 증명능력검사와

사전ㆍ사후 증명태도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로 t-검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Ⅳ. 수업의 실제

1. 차시별 수업 목표와 내용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서의 수업은 GeoGebra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도형의 작도 및 증명을 15차시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시의 수업시간은 50분이다. 각

차시별 수업 목표 및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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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와
증명

7～8/15
(2시간)

목표

▪명제의 뜻을 알고 명제의 참, 거짓
을 말할 수 있다.

▪정의와 정리의 뜻과 증명의 필요성
을 이해할 수 있다.

내용

▪참,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한다.

▪가정, 결론 ▪명제의 역 ▪용어의
정의와 증명의 기초 ▪증명의 필요
성

이등변
삼각형
증명

9～10/15
(2시간)

목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다.

내용

▪GeoGebra를 활용하여 이등변 삼각
형을 만들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찾기-관찰하기

▪추측하기 ▪설명하기 및 증명하기

직각
삼각형
증명

11/15
(1시간)

목표
▪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알고 이

를 증명할 수 있다.

내용

▪관찰하기: GeoGebra를 활용하여 직
각 삼각형을 만들고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찾기

▪추측하기 ▪설명하기 및 증명하기

평행사변
형
증명

12～13/1
5

(2시간)

목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찾고, 증명할
수 있다.

내용

▪관찰하기: GeoGebra를 활용하여 평
행사변형을 만들고 평행사변형의 성
질 찾기

▪추측하기 ▪설명하기 및 증명하기

여러 가지
사각형
증명

14～15/1
5

(2시간)

목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사다리
꼴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다.

내용
▪관찰하기: GeoGebra를 활용하여 여
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고 성질 찾기

▪추측하기 ▪설명하기 및 증명하기

2. 수업의 실제

가. 기하학과 작도 수업

유클리드 도구인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

여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작도, 선분 위 또는 밖의

한 점을 지나는 수선의 작도,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

같은 크기의 각의 작도, 직각의 삼등분선의 작도,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평행사변

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사다리꼴)을 작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접한 작도라는 이 활동에서 학생

들은 도형에 대해 재미있어 하고, 신기해하였으며 도

형의 정의를 재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GeoGebra를 활용한 증명 수업

각 차시의 증명 수업에 GeoGebra를 활용할 때는

‘관찰하기, 추측하기, 설명 및 증명하기’의 세 단계를

이용하였다. 이 때 교사는 컴퓨터를 활용할 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메타인지적 이동2)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학생 활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관찰하기

GeoGebra를 활용하여 증명할 대상(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사다리꼴)을 만들고 관찰하는 시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을 만들기 전 정의를 확인하고 정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정확히 만들도록 하였다. 탐구형 소프트웨어인

GeoGebra를 이용한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도형의 성

질 관찰하기에 적극적이며 흥미를 가지는 태도를 보였

다.

2) 2단계 - 추측하기

GeoGebra를 활용하여 만든 대상을 관찰한 후 각자

명제를 만드는 시간이다.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대각

선의 길이 등에 주목하면서 대상이 갖는 성질을 가능

한 많이 찾도록 하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추측한 것을

적도록 한 다음, 다른 학생들의 것과 비교하도록 하였

다. 가능하면 추측한 것을 적을 때, 명제의 형태인 ‘

～이면 ～ 이다.’ 의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3) 3단계 - 설명 및 증명하기

초등수학영재들이 토론을 통해 모아진 명제를 증명

하는 시간이므로 수업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다. 대체로 GeoGebra를 통해 관찰 및 확인한 성질

에 입각한 명제들이 거론되었다. 참인 명제라고 생각

하는 명제를 2～4개 선택하여 만든 명제를 가정과 결

론으로 나눠본 후 증명하였다.

예시로 11차시의 증명 수업 활동의 예를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다. 학생들의 활동지 사례

2) 메타인지적 이동은 교사의 교수학적 노력의 초점이 수학

지식 그 자체로부터 그가 고안한 교수학적 수단으로 이동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GeoGebra를 활용할 때 탐구하

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GeoGebra의 조작으로 학습자의 관

심이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GeoGebra의 메뉴나 도구에

크게 집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메타

인지적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GeoGebra의 기능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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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차시: 기하학과 작도

먼저 1, 2, 3차시에서는 연속하여 유클리드 기하학과

작도에 관한 수업을 하였다. 이때는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 다양한 삼각형과 사각형, 다양한 각 등 기본적인

도형의 작도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학생들이 작도한 예이다.

[그림 2]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

[Fig. 2] Construction of Perpendicular at

Midpoint of Segment

[그림 3] 여러 가지 도형의 작도

[Fig. 3] Construction of variable figures

[그림 4] 여러 가지 각의 작도

[Fig. 4] Construction of variable angles



권 윤 신․류 성 림132

2) 4～6차시: GeoGebra를 활용한 작도기능 익히기

GeoGebra 사용법을 익히고 삼각형(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기, 사각형(마름모, 평행사

변형, 직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리기를

하였다. 학생들이 GeoGebra를 활용해 도형을 작도하는

것을 신기해하였고, 교사가 제시해 준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도형에 대해 작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그림 6]은 학생들이 GeoGebra를 활용하여

도형을 작도한 예이다.

[그림 5] GeoGebra를 이용한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마름모 작도

[Fig. 5] Construction of isosceles triangle,

equilateral triangle, rhombus using GeoGebra

[그림 6] GeoGebra를 이용한 평행사변형, 정사각

형, 등변사다리꼴 작도

[Fig. 6] Construction of parallelogram, square,

isosceles trapezoid using GeoGebra 

3) 7～8차시: 명제와 증명

여기서는 명제의 뜻을 알고 명제의 참, 거짓을 알게

하며, 정의와 정리의 뜻과 증명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그림 8]은 학생들이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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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의 예이다.

[그림 7] 7차시 활동지

[Fig. 7] Worksheet of 7th lesson

[그림 8] 8차시 활동지

[Fig. 8] Worksheet of 8th lesson

4) 9～10차시: 이등변삼각형에 관한 증명

9, 10차시는 이등변삼각형 성질에 관한 명제의 증명

에 관한 수업이다. GeoGebra를 활용하여 이등변 삼각

형을 작도한 후 끌기(drag) 기능을 이용하여 성질을

관찰한 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추측한 것을 적고 추

측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에 관해 명제를 만들어 증명

을 하였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등변삼각형이면 두 밑

각의 크기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에 관한 명제를 만들고 증명을 하였다. 정

삼각형에 대해서는 심화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란 명제

를 두고 증명하도록 하였다. 이등변삼각형을 증명한

후 라서 학생들이 쉽게 증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9], [그림 10]은 학생들이 기록한 활동지의 예이

다.

[그림 9] 9차시 활동지

[Fig. 9] Worksheet of 9th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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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0차시 활동지

[Fig. 10] Worksheet of 10th lesson

5) 11차시: 직각삼각형에 관한 증명

학생들에게 정해진 빗변과 한 각, 정해진 빗변과 다

른 한 변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

록 한 후, GeoGebra를 활용하여 각과 빗변의 길이를

잰 후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고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면 합동이다’, ‘직각삼각

형의 빗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란 명제를 만들어 증명하였다. [그림 11]은 학생들이

기록한 11차시 활동지의 예이다.

[그림 11] 11차시 활동지

[Fig. 11] Worksheets of 11th lesson

6) 12～13차시: 평행사변형에 관한 증명

GeoGebra를 활용하여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입각한

여러 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각 변의 길이, 네 각

의 크기, 대각선의 길이 재기, 대각선의 교점에서 꼭짓

점까지의 거리를 재어보고 여러 가지 성질을 찾아보았

다. 학생들이 ‘평행사변형이면 마주보는 두 변이 길이

가 각각 같다’, ‘평행사변형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평행사변형이면 대각선이 이등분 된다’, ‘두 쌍

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란

명제를 만들어 증명하였다. [그림 12]는 학생들이 기록

한 12차시, 13차시 활동지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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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2차시, 13차시 활동지

[Fig. 12] Worksheets of 12th, 13th lesson

7) 14～15차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 사

다리꼴에 관한 증명

각 도형의 정의에 입각하여 GeoGebra를 활용하여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을 만든 후

각 도형의 성질을 가능한 많이 찾은 후 명제를 만들었

다. 학생들이 ‘마름모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

등분한다’,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를 수직 이등분한다’, ‘직사각형이면 두 대각선의 길이

가 같다’, ‘등변사다리꼴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란 명제를 만들어 증명하였다. [그림 13]은 학생들이

기록한 14차시, 15차시 활동지의 예이다.

[그림 13] 14차시, 15차시 활동지

[Fig. 13] Worksheets of 14th, 15th lesson

Ⅴ. 결과 분석

1. 증명능력 검사의 결과 분석

가. 사전 증명능력 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증명능력 검사는 증명 이전의 선행지식을 묻는

서동엽(1998)의 ‘추론의 구성에 관한 요소’ 문항지로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나온 점수의 평균차를 유의 수

준 0.05에서 t-검정하였다. 검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ㆍ비교집단의 사전 증명능력 검사 결과

[Table 5] Results of proof ability pre-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15.95 2.14
0.398 18 0.695

비교집단 10 15.60 1.7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증명능력 검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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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 확률의 값이 P>0.05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은 동질집단이라 할 수 있다.

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실험 처치 후 서동엽(1998)의 ‘증명의 의미에 관한

요소’ 문항으로 사후 증명능력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

후 증명능력 검사 결과 얻은 점수의 평균차를 유의 수

준 0.05에서 t-검정하였다. 검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결과

[Table 6]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9.1500 1.54506
3.034 18 0.007

비교집단 10 7.1800 1.35220

사후 증명능력 검사 결과는 유의 수준 0.05에서 유

의 확률의 값이 p<0.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한 12점 만점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평균이 약 2

점 더 높았다. 이는 GeoGebra를 활용해 도형 만들기

및 도형의 성질 관찰하기의 귀납활동 결과 학생 스스

로 가정과 결론을 구분하여 명제(가설)를 만들어 증명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증명능력이 향상되었다. 즉

GeoGebra 활용을 중심으로 한 귀납활동 결과 학생들

이 명제를 직관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

것이 곧 학생들의 증명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가지고 서동엽(1998)이 분류한 증명

의 의미에 관한 요소별 점수의 평균차를 유의 수준

0.05에서 t-검정하였는데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M1. 추론의 연결 관계: 2번, 6번, 7번, 10-(2)번,

11번, 12번

[표 7]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중 요소

M1의 결과

[Table 7] M1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4.8000 0.57349
3.368 18 0.003

*

비교집단 10 3.6300 0.93696

(*p<0.05)

2번과 6번의 문항은 주로 추론을 하기 위하여 적절

한 근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려는 문항이며, 7

번 문항은 증명을 쓰기 전의 단계로서 괄호 속에 적절

한 말이나 기호를 넣게 하는 문장이다. 10의 (2)번은

우정호(1994)의 검사문항을 사용한 것이며, 12번은 가

정과 결론을 미리 구분하지 않은 점에서 앞의 11번 문

항과 구분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명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증명을 서술하기, 증명의 부분 완성

하기, 가정과 결론 나누기 등의 증명능력에서 p<0.05

로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GeoGebra를 활용한 증명 이전의 귀납활동은

학생들의 증명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GeoGebra를 활용하여 증명할 대상을 먼저 만들고

끌기 기능을 이용해 도형을 변화시키며 불변의 성질을

탐구 후 만든 명제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고 이를 증

명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명

능력 향상과 연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M2. 함의: 4번

[표 8]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중 요소

M2의 결과

[Table 8] M2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0.8000 0.42164
0.493 18 0.628

비교집단 10 0.7000 0.48305

배수 관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조건

명제의 이(裏)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문항이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보았을 때 원래의 명

제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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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p>0.05이므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3) M3. 가정과 결론의 분리: 10-(1)번, 11번

[표 9]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중 요소

M3의 결과

[Table 9] M3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1.4500 0.15811
5.154 18 0.000*

비교집단 10 0.9000 0.29814

(*p<0.05)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 삼각형에 관련된 명제로 가

정과 결론을 정확히 분리하여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서 증명으로 연결되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또한 p<0.05로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eoGebra를 활용한 증명 이전의 귀납활동은 학생들의

증명능력 중 가정과 결론을 분리하는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GeoGebra를 활용하여 증

명할 대상을 먼저 만들고, 끌기 기능을 이용해 도형을

변화시키며 불변의 성질을 탐구 후 명제를 만들 때 학

생들이 ‘p이면 q이다’의 형태의 문장에 익숙해지고 직

접 명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정과 결론의 의미 차이

에 주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M5. 정리는 예외가 없다: 1번

[표 10]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중 요소

M4의 결과

[Table 10] M4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0.4000 0.51640
0.447 18 0.660

비교집단 10 0.3000 0.48305

증명된 정리는 예외가 없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잘못된 예에 대한 생각을 묻

고 있다. p>0.05이므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는 없다.

5) M6. 명백한 명제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 3번,

10-(2)번

[표 11]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중 요소

M5의 결과

[Table 11] M5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0.8000 0.63246
-0.166 18 0.870

비교집단 10 0.8500 0.70907

3번 문항과 10의 (2)번 문항 모두 시각적으로 명백

해 보이는 성질로 이의 증명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유일하게 비교집단의 평균이 실험

집단보다 크게 나온 문항으로서 p>0.05이므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

단의 수업을 진행할 때, 시각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

을 증명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실험, 실측으로 참임을 입증하

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고 강조한 결과이다.

6) M7. 증명의 일반성: 5번

[표 12]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중 요소

M6의 결과

[Table 12] M6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0.6000 0.51640
0.866 18 0.398

비교집단 10 0.4000 0.51640

5번 문항은 5개의 예를 조사하여 참임을 입증하는

것이 전칭명제의 증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

의 생각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p>0.05이므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충분히 많은 유한개의 실

측으로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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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7) C9. 반례를 이용한 반증의 방법: 8번, 9번

[표 13]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능력 검사 중 요소

C9의 결과

[Table 13] C9 results of proof ability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실험집단 10 1.8500 0.24152
3.795 18 0.001

비교집단 10 1.2500 0.43780

(*p<0.05)

하나의 반례를 들어 전칭명제가 거짓임을 보여 주

는 반증의 방법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

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p<0.05이므로 두 집

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oGebra를 활용한 실험집단의 수업을 진행할 때 학

생들은 반례를 좀 더 쉽게 찾고, 그 의미를 더 확실하

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동엽

(1999)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학생들은 반례가 한 개

라도 발견되더라도 그 명제가 거짓임을 인정하는데 확

신이 없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일 때는 증명을 통하는 데, 거짓임을 보일 때는 증

명을 하지 않고 반례 하나만으로 보인다는 것의 차이

를 명확히 모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것은 증명의 일반성(참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성

립해야 하므로,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있으

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아직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충

분하고 다양한 교수학적 접근이 요망된다.

2. 증명태도 검사의 결과 분석 및 논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집단임을 알기 위해 사

전 증명태도 검사를 [표 14]와 같이 알아보았다.

가. 사전 증명태도 검사

[표 14] 실험ㆍ비교집단의 사전 증명태도 검사 결과

[Table 14] Results of proof attitude pre-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증명의

중요도

실험집단 10 4.6000 0.51640
0.000 18 1.000

비교집단 10 4.6000 0.51640
증명의

선호도

실험집단 10 4.4000 0.51640
0.325 18 0.749비교집단 10 4.3000 0.82327

증명의

학습동기

실험집단 10 4.2000 0.42164
1.342 18 0.196비교집단 10 3.9000 0.56765

증명의

난이도

실험집단 10 3.8000 0.42164
0.493 18 0.628

비교집단 10 3.7000 0.48305

전체
실험집단 10 17.0000 0.81650

1.000 18 0.331비교집단 10 16.5000 1.3540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증명태도 검사 결과는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 확률의 값이 p>0.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

단은 증명태도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

이라 할 수 있다.

나. 사후 증명태도 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증명태도 검사의 결과

는 [표 V-11]과 같다.

[표 15] 실험ㆍ비교집단의 사후 증명태도 검사 결과

[Table 15] Results of proof attitude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구분 N M S.D t df p
증명의

중요도

실험집단 10 4.6000 0.51640
2.178 18 0.043*

비교집단 10 3.9000 0.87560
증명의

선호도

실험집단 10 4.7000 0.48305
5.787 18 0.000

*

비교집단 10 2.8000 0.91894
증명의

학습동기

실험집단 10 4.4000 0.51640
4.118 18 0.001*비교집단 10 3.0000 0.94281

증명의

난이도

실험집단 10 3.4000 1.17379
2.846 18 0.011*

비교집단 10 2.2000 0.63246
증명의

이해도

실험집단 10 4.1000 0.73786
2.178 18 0.043

*

비교집단 10 3.4000 0.69921

전체 실험집단 10 21.2000 2.65832 4.402 18 0.000*비교집단 10 15.3000 3.30151

(*p<0.05)

사후 증명태도 검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 확률의 값이 p<0.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학생들

의 증명학습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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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학습태도의 요소별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5개

의 요소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특히, 증명의 선호도, 학습동기에 대하여

는 평균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증명

에 대해 재미있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단원으로 생

각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집단에서 문항의 평균점수가 다른 요소

들은 5점 만점에 4점대였는데 증명의 난이도는 3점(보

통이다)대인 것을 보면 증명이 재밌고, 더욱 공부하고

싶은 단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재학생들도 다른 단

원보다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의 증명 학습은 증명을 시작하기 전

GeoGebra의 측정 및 끌기 기능을 이용한 귀납활동에

서 도형을 변화시켰을 때 변하는 성질과 불변의 성질

을 구별하도록 탐구하며 학생들이 직접 명제를 만들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 및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이 과

정에서 거짓인 명제는 반례를 들어 거짓임을 입증하고,

참인 명제는 증명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동

기부여는 물론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효과적

이었다. 학생들은 연구하는 자세로 이론적 근거를 들

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증명 절차 및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두었고,

다른 증명을 발견해 보고 싶어 하였다.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증명 이전의 선행활동으로서의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으로 학습한 실험집단은 전통적인 증

명 학습을 한 비교집단보다 증명능력에 있어서 더 높

은 성취도를 보였다. 따라서 GeoGebra를 활용한 증명

이전의 귀납활동은 증명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결과를 서동엽(1998)이 제시한

증명능력의 7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볼 때, 추론을 하

기 위하여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는 능력(M1), 가정과

결론을 분리하는 능력(M3), 반례를 이용한 반증의 방

법(C9) 요소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두드러

진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탐구형 소프트웨

어 도구인 Geogebra를 활용하여 명제를 직접 추측할

기회를 제공하고 증명해야 할 명제를 직접 만들고 증

명함으로써 증명의 필요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인식시

킬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역적 사고의 과정으로서 증명 학습을 지

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도형을 직접 측정, 끌기 및

관찰하고 증명해야 할 명제를 직접 ‘만들어 가는 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증명의 필요성 및 증명이 만들어 지

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기하학적 직관을 키우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점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증명 이전의 Geogebra를 활용한 귀납적 활동

을 통해 증명 학습을 한 실험집단은 전통적인 증명 학

습을 한 비교집단 보다 증명에 대한 신념 및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증명

이전의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학생들의 증명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증명학습태도의 요소별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5개의

요소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특히, ‘증명이 재미있다’라는 증명의 선호도,

‘증명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는 학습동기에 대하여는

더욱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GeoGebra

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증명에 대해

재미있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단원으로 생각하는데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명이 다른 단원보다 쉽다’라는 증명의 난

이도 문항의 평균점수가 실험집단, 비교집단 모두에서

다른 요소들보다 낮은 3.5미만이라는 것을 보면 여전

히 초등수학영재학생들도 증명에 대해서 다른 단원보

다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

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증명교육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학생들에게 맞는 충분하고 다양한 교수학적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증명 이전의 ‘Geogebra

를 활용한 귀납활동이 증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100%의 학생들이 증명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그 이유 중 60%가 ‘GeoGebra를 이용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로 대답하였다. 그것은 탐구

형 소프트웨어인 GeoGebra의 측정 및 끌기 기능을 통

해 학생들이 도형을 변화시켜 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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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명제를 만드는 것이 증명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학생들에게 증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활용한 구체적인 조작의 과정을 통하

여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귀납적 활동과

연역적 증명과의 자연스러운 연계에 대하여 보다 많은

프로그램 개발 및 심리학적, 교수학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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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expected to yield the meaningful conclusions from the experimental group who 
took lessons based on inductive activities using GeoGebra at the beginning of proof learning and 
the comparison one who took traditional expository lessons based on deductiv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some helpful suggestions for teaching proof to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To attain the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are established as follows.
1.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of abiliti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who took 

inductive lessons using GeoGebra and comparison one who took traditional expository lessons?
2.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of attitud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who took 

inductive lessons using GeoGebra and comparison one who took traditional expository lessons?
To solve the above two research question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of 10 students and a comparison group of 10 students, considering the results of gift and 
aptitude test, and the computer literacy among 20 elementary students that took lessons at some 
education institute for the gifted students located in K province after being selected in the 
mathematics.

Special lesson based on the researcher's own lesson plan was trea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explanation-centered class based on the usual 8th grader's textbook was put into the 
comparison one. Four kinds of tests were used such as previous proof ability test, previous proof 
attitude test, subsequent proof ability test, and subsequent proof attitude test. One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only for experimental group. 

In the case of attitude toward proof test, the score of questions was calculated by 5-point 
Likert scale, and in the case of proof ability test was calculated by proper rating standard. The 
analysis of materials were performed with t-test using the SPSS V.18 statistical program.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drawn.
First, experimental group who took proof lessons of inductive activities using GeoGebra as 

precedent activity before proving had better achievement in proof ability than th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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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ho took traditional proof lessons.
Second, experimental group who took proof lessons of inductive activities using GeoGebra as 

precedent activity before proving had better achievement in the belief and attitude toward proof 
than the comparison group who took traditional proof lessons.

Third, the survey about 'the effect of inductive activities using GeoGebra on the proof' shows 
that 100% of the students said that the activities were helpful for proof learning and that 60% of 
the reasons were 'because GeoGebra can help verify processes visually'. That means it gives 
positive effects on proof learning that students research constant character and make proposition 
by themselves justifying assumption and conclusion by changing figures through the function of 
estimation and drag in investigative software GeoGebra.

In conclusion, this study may provide helpful suggestions in improving geometry education, 
through leading students to learn positive and active proof, connecting the learning processes such 
as induction based on activity using GeoGebra, simple deduction from induction(i.e. creating a 
proposition to distinguish between assumptions and conclusions), and formal deduction(i.e. 
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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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1차시의 증명활동 수업

직각삼각형 11/15 차시

학습목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

1. 관찰하기

GeoGebra를 활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 보시오.
① 5 cm 의 빗변을 갖고, 한 각의 크기가 30°인 직각 삼각형

② 5 cm 의 빗변을 갖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3 cm인 직각 삼각형

2. 추측하기

관찰한 것을 토대로 추측한 것을 적으세요.
①

②

그 외>

3. 설명하기

위에서 발견한 추측이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혹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4. 증명하기
내가 만든 추측이 참인 명제인지 증명을 시작해 보자.

명제 ①:

<증명>
〔가정〕
〔결론〕
〔증명〕

명제 ②:

<증명>
〔가정〕
〔결론〕
〔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