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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학습에서의 오류 찾기 활동의 적용 효과1)

임 지 현 (대구와룡초등학교)

최 창 우 (대구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수학의 여러 영역 중 도형 학습에서 오

류 찾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유형이 어

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데

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는 부정

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55.8%)이며, 문제해결을 기

피하는 오류(14.8%)를 제외하면, 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

게 사용하는 오류(11.4%),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

(9.2%), 기술적인 오류(6.2%),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으

로 인한 오류(1.6%), 문제 자료를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오

류(1.0%) 순으로 나타났다. 오류 찾기 활동을 수업에 적용

한 결과, 사전 및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와 추론 능력 검

사에서 유의수준 5% 이내의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이는

오류 찾기 활동이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추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수 방법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1)

Ⅰ. 머리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수학과의 목표는 수

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

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적 문제 상황을 수리 논리적 사고

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 기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

호).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수학

은 계통성이 뚜렷한 교과이므로 이전 학년에서의 학습

의 결손이 생기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결손이 누적

되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학의 기본 지식은 미약해

지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고 자체를 꺼리고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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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수학적 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순한 연산은 기계적으로 거침

없이 해결하면서도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해

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Schoenfeld(1985)는 학교 수학을 지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수학적 사고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우선적인 중

요 목적이라고 가정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의 사고이며 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

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Schoenfeld의 연

구에 의하면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범위

에서의 일관된 오류 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에게 필요한 지도 활동은 올바

른 내용의 반복적인 지도가 아니라 그 학생이 보이고

있는 오류를 추출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시키는 방

식의 지도 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형 학습에서 학생들

이 범하는 오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도형 학습에서 오류찾기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추론 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

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오류의 의미

오류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오류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오류는 실수와 구별되

며 송영기(1994)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류는 불완전한 지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어떤 사실에 대하여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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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하여 체계화시킨 것으로, 능력 자체의 결함이 표

면에 나타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오개념은 “학생들이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서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거나 잘못 사

용되는 개념”이며, 오류는 오개념의 결과로써 발생한다

(최진희, 1992).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

미 있는 수학을 구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

류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생한

오류를 교정해 주어야 한다.

2. 오류의 유형

가. 범영역적인 오류 유형 연구

이스라엘의 Harder와 Zaslavsky(1987)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졸업 시험에서 범한 오류들을 분석하여

다음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차승진, 2001).

① 잘못 이용된 자료(misused data) : 문항에 주어

진 자료와 학생들이 사용한 자료 사이의 불일치로 인

한 오류

② 잘못 해석된 언어(misinterpreted language) : 수

학적 사실들을 하나의 수학적인 기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의 부정확에서 오는 오류 즉, 문제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데서 오는 오류

③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logically invalid

inference) : 주어진 정보로부터 혹은 전에 잘못된 것

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끌어지는 데서

오는 오류

④ 곡해된 정리나 정의(distorted theorem or

definition) : 특수한 원리, 법칙, 정리 또는 정의를 부

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⑤ 논증되지 않는 해답(unverified solution) : 학생

들이 밟은 각 단계들이 그 자체로는 옳으나 검토를 하

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마지막 결과가 언급된 문제

의 답이 아닌 경우

⑥ 기술적 오류(technical error) : 계산상의 오류,

표로부터 자료를 잘못 끌어내는 오류, 기초적인 대수

기호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오류, 초등학교 또는 중학

교 수학에서 습득된 알고리즘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 철자법의 오류나 도형을 읽는 방법상의 오류 등

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기술적인 오류도

흔히 범하지만 정리나 정의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

는 데서 오는 오류가 상당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김옥경(1991)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

류를 분석 연구하였는데, 그의 오류 분류 모델은 여덟

가지 범주로, Harder의 여섯 가지 범주에 풀이과정의

생략(omission of solving process)과 오류의 애매 모

호성(ambiguity of error)을 추가하였다. 김옥경의 연구

에서도 Harder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곡해된 정리나 정

의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그 결과 오류로 드러남을 말하고 있다.

나. 도형 영역에서의 오류 유형 연구

다음으로, 도형 영역에 한정된 오류의 유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도형 영역에서의 오류 유형 연구는 드문

편으로, 여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였다.

장영은(2003)은 Harder와 Zaslavsky의 질적인 오류

모델을 바탕으로 도형과 관련된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오류 모델을 설정하였다.

①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 : 이는 기본

개념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다. 또한, 개념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알고리즘의 실행도 이 오류에

포함하였다.

② 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 : 도형

의 시각적인 특성으로 인한 길이나 각도의 짐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오류와 보조선 등의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오류, 그리고 관계없는 정보를 활용하는 문

제해결 오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③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으로 인한 오류 : 학생

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지 못한 추론을 펼쳐 일으키는 오류

를 말한다.

④ 문제 자료를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오류 : 문제

자료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문제 풀기를 중단하는 경우

나 어려움을 가지는 오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⑤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 : 제시되어 있는 문

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

는 오류와, 주어진 문제의 자료를 무시하거나 이용하

지 못하여 잘못 해결하는 오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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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술적인 오류 : 문제해결과정에서 범하는 계산

오류와 문제해결 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잘못된 적용,

철자법의 오류나 도형을 읽는 방법상의 오류가 포함된

다.

⑦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오류 : 이유가 분명한 경

우에만 포함된다.

장영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나타난 오

류의 유형은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이며,

다음으로는 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옥경(1991)과 장영은(2003)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개념의 정

리나 정의와 관련된 오류이므로, 수학과 전 영역에 걸

쳐 개념에 대한 지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도형 영역에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고 그 중에서 오류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간혹 있지만

주로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고 몇 명의 학생들을 선택

하여 교정․학습시키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오류 사례

가 학습의 대상이 되어 실제 수업상황에서 이를 적용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오류의 분석은 학생들을 문제해결과정에 참여시키

는 매우 가치 있는 도구로서, 무엇보다도 오류의 원인

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문제는 학생들에게 극도의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비록 초등학교

4학년에 국한되지만 이와같은 학생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충분한 조작 활동을

통하여 도형의 성질을 발견하거나 개념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J 초등학교의 4

학년 2개 학급(실험반 1개, 비교반 1개)을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이 학교는 농촌의 신도시 학교라 할

수 있으며 아파트에 주거하는 어린이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이다.

사전 검사는 4학년 전체(7개 반 약 240명)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학급의

33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형 학습에서 학생들이 범하

는 오류를 분석하고 추출하여 그 사례를 제시하고, 오

류의 원인을 학생 스스로 찾게 함으로써 그릇된 생각

을 근본적으로 제거시키기위하여 4학년 2학기의 2.수

직과 평행, 3.다각형의 일부 내용에 대한 오류 사례를

학습의 대상으로하여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

월간 실제 수업에서 오류 찾기 활동을 적용하는 실험

반으로 설정하였고, 사전 검사 결과 수학 학업 성취도

와 수학적 추론 능력에서 실험반과 가장 동질성을 보

이는 집단을 비교반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설계

오류찾기 활동을 적용한 실험반은 4-2학기 2, 3단원

의 수직과 평행, 다각형의 총 25차시 중 12차시 분의

활동 학습지를 만들어 매 차시 시작 10분 동안 활동지

에 제시된 다른 친구들의 풀이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찾아 토론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류 찾기 활동을 진행

하였으며 비교반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제공하였다.

실험반
O

X
O

비교반 Y

[표 1] 연구 설계 모형

[Table 1] Model of Design

O 사전 학업 성취도 및 추론 능력 검사

X 오류 찾기 활동 적용, Y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 적용

O 사후 학업 성취도 및 추론 능력 검사

3. 검사도구

오류 찾기 활동이 수학 학업 성취도 및 수학적 추

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와 사전, 사후 추론 검사를 실시하였

다. 사전 학업 성취도 검사지는 4학년 1학기까지의 학

습 내용 중 도형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만을 선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지는 연구를 적

용한 4학년 2학기 단원의 내용만을 선정하여 제작하

였다.

추론 능력 검사는 학생들의 논리적 추론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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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평가지는 한미진(2002)이 사용한 추론 검

사지를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교수․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는

동형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오류 찾기 활동 적용을 위

한 형성평가는 평가지를 제작하여 총 12회 실시하였으

며, 수업 매 차시 한 두 문제씩 제공하였다. 형성평가

시간은 매 차시 마지막 5분 내외로 하였으며 평가 문

항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4)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4. 자료 분석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해 사전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나

타나는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오류의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과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중복된 오

류가 나타나는 경우 연구자가 설정한 7가지 오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으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류 찾기

활동을 실시한 뒤 학업 성취도 검사와 추론 검사를 실

시하고, 사전 검사와 비교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결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 문항별 검

정도 실시하였다.

Ⅳ. 결과분석 및 논의

1. 오류의 유형 분석

오류 유형 분석은 연구대상자들의 사전 학업 성취

도 검사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정한 오류 유

형은 앞서 언급한 장영은(2003)이 제시한 7가지 범주

모델에 따라 분류하였다.

가. 오류 유형별 예시 및 특징 분석

1)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는 도형 영역과

관련된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유형이다. 학생들은 도형 영역에서의 기초 개념

이나 용어의 정의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도형 영역의 문제해결

에서 오류가 잦고, 문제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으

며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반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념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류를

많이 일으켰다. 특히, 학생들은 직사각형이나 직각삼각

형, 또는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 등의 정의를 사

용할 때 많은 혼동을 보였다.

[그림1]직사각형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

[Fig. 1]Marking Mistake of Rectangle

[그림 2] 각의 부분 명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Fig. 2]Misunderstanding of Partial Name of Angle

실제로 [그림 1]에서처럼 직사각형을 직각사각형으

로 표현하는 경우나 직각삼각형을 직삼각형으로 표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각의 각 부분의 명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이 있었다.

또한, [그림 3]에서처럼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는

예각, 둔각과 직각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개념과 정의에 대한 혼동이 도형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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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을 혼동하는 경우

[Fig. 3]Confusing of Acute and Rectangular

Triangle

2) 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

도형 영역에서 주의할 점은 도형을 시각적으로 인

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적 인식 능력과

공간 감각은 도형 영역의 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각적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오류는 도형 영역만의 특수한 오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오류는 [그림 4]와 같이 주

어진 모눈종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

다. 또한, 학생들은 주요한 문제 자료보다는 제시된 문

제의 시각적인 형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

는 시각적 자료에 의한 직관적인 오류를 일으키는 경

우가 많았는데, 이는 도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것

이다. 이러한 직관적인 오류는 [그림5]에서와 같이 형

성평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4]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Fig.4] Unreasonable Using of Visual Material

[그림 5]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Fig. 5] Problem Soving of Intution

학생들은 눈으로 보이는 자료에 의한 논리적인 추

론 대신에 자신의 짐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오류를

보였으며, 문제 제시를 위해 사용된 보조선이 사고과

정에 영향을 끼쳐 오류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3)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으로 인한 오류

이 오류는 잘못된 추론을 다루고, 특별한 내용을 다

루지 않는 오류, 즉 주어진 정보로부터 잘못 유도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6] 한 각의 크기를 90°로 생각하는 경우

[Fig. 6] Thinking as 90° of the magnitude of an Angle

[그림 6]에서처럼 다각형에서 각의 수가 하나 늘어났

을 때 각의 크기는 90° 늘어난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삼각형

의 내각의 합 180°를 기준으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90° 늘어난 270°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래의 대화 장면

은 이와 같은 사고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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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아, 자리에 앉아요.

학생 : 예, 선생님.

교사 : (검사지를 보여주며)○○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학생 : 네.

교사 : 그럼, 부탁할게.

학생 : 네. 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사 : 그렇지, 지난 학기에 우리 함께 공부했었지?

학생 : 그리고, 사각형이 되면 각이 하나 늘어나니까 180°

+ 90°를 계산하면 270°가 되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270°가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 : 그렇구나. 그런데, 왜 각이 하나 늘어나면 90°가 늘

어난다고 생각하니?

학생 : 90°가 직각이기 때문이에요.

교사 : 그래?

...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으로 인한 오

류는 학생들의 사고과정 중 어느 한 부분의 잘못된 추

론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특히 학생들은 수업 과

정 중에서 학습한 내용 중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

우로 생각하고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

았다.

4) 문제 자료를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오류

도형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많

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문제의 자료가 불충분하다

고 여기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문제 자료를 스스로 만들

어 내기도 한다.

[그림 7] 직각을 만들어 내는 경우

[Fig. 7] Case of Making the Rectangular Angle

[그림 7]을 살펴보면 세 번째 삼각형에는 직각이 존

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 보조선을 그

어 직각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 문제 자료를 곡해(지시문을 잘못 이해)하는 오류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

에서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다. 도형은 문장으로, 때로

는 그림으로 문제를 설명하는데, 도형 영역의 문제들

은 문장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무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자료를 곡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중 [그림 8]에서처럼 직각을 각으로 혼동하

거나 [그림 9]와 같이 각의 수를 내각의 합으로 혼동

한 것과 같이 문제에서 서술된 용어의 의미를 혼동하

여 생긴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8] 직각과 각의 의미를 혼동한 경우

[Fig. 8]Confusing the meaning of Angle and

Rectangular Angle

[그림 9] 각의 수를 각의 크기로 혼동한 경우

[Fig. 9]Confusing Number of Angle as

Magnitude of Angle



도형 학습에서의 오류 찾기 활동의 적용 효과 37

[그림 10] 문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Fig.10]Misunderstanding of Meaning of Problem

이 외에도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에서 요

구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도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

하는 의사소통이 교수 학습 활동에 매우 필요함을 보

여주고 있으며, 수학적인 능력 이외에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어휘 능력이나 문장 이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는 문제를

읽는 학습자의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검사 문항 자체가 학생들을 착각하게 만들어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6) 기술적인 오류

기본적인 수학 문제해결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

류는 계산의 오류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고 있다. 기술적인 오류

는 이와 같은 계산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철자법의 오

류나 도형을 읽는 방법상의 오류 또한 포함할 수 있다.

개념을 묻는 도형 영역 문제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정확한 철자법을 사용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림 11] 철자법이 틀린 경우

[Fig. 11] Wrong Spelling

또한 도형 영역에서 특수한 경우 자나 컴퍼스를 사

용하는 기술이 미숙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2]의 경우 학생은 모눈종이의 눈금을 제대로 맞

추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학생은 이등변삼

각형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의 사용 기능이 미

숙하여 정확한 이등변삼각형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그림 12] 자를 사용하는 기술이 미숙한 경우

[Fig. 12] Unskillful Using of Ruler

이 외에 가장 많이 범하는 기술적인 오류 중 하나

는 도형을 읽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선분이나 각, 다각

형 등을 읽을 때 학생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 그림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각

을 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림 13] 반점을 사용하는 경우

[Fig.13] Using of Spot

[그림 14] 각의 꼭지점부터 읽는 경우

[Fig. 14] Reading from Vertex of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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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도형의 종류를 뒤에 쓰는 경우

[Fig. 15] Writing Back of Name of Figure

[그림 16] 각을 변으로 읽는 경우

[Fig. 16] Reading Angle as a Side

7)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오류

이외에도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

다. 이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

고를 기피하고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으로, 수학에

관한 마음가짐이나 평가에 임하는 태도와 같은 학습자

의 내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오류는 주로 학

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나.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의 유형별 비율

앞서 제시한 7가지 오류 유형에 따라 도형 영역에

서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를 분석한 결과 오류의 유형

에 대한 비율은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검사지

의 성격에 따른 순서일 뿐,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별

빈도가 반드시 이와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문항

의 성격에 따라 오류 유형의 빈도가 결정된다고 하더

라도 부정확한 개념의 정의에 의한 오류의 비율이

50%가 넘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장

영은(2003)의 연구에서도 30%가 넘는 비율로 가장 많

은 오류 유형으로 소개된 바 있다.

오류유형
빈도

수
비율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 388 55.8%

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
79 11.4%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으로 인한

오류
11 1.6%

문제 자료를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오류
7 1.0%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 64 9.2%

기술적인 오류 43 6.2%

문제해결을 기피하는 오류 103 14.8%

[표 2] 오류의 유형별 비율

[Table 2] Proportion of Type of Error

학생들이 도형 영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는

[표 2]와 같이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

(55.8%)이며, 문제해결을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

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11.4%),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9.2%), 기술적인 오류(6.2%)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영은(2003)의 연구에서와 동일

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도형과 관련된 개념지도에

있어 시사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도형 영역에서 학생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정확한 개념지도가 필요하며 반성적 사고를 통

해 자신의 문제해결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다. 오류찾기 활동의 실제

오류 찾기 활동 학습지는 4-2학기 2, 3단원으로 수

직과 평행, 다각형의 총 25차시 중 12차시 분을 만들

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매 차시 시작 10분 동안

활동지에 제시된 다른 친구들의 풀이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찾아 토론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류 찾기 활동

을 진행하였다. 활동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활동지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란 시간이 너무 짧아 다

른 친구들의 생각을 메모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

실이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듣거나 정리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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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를 완성해야한다는 생각에 급급해 아무 생각 없

이 글만 쓴 학생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학생도 한두 명 있었으나 대체로 충실

히 활동에 참여하였다.

오류 찾기 활동은 [그림 17]과 같이 활동지에 제시

된 다른 친구의 풀이와 답을 살펴본 다음,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정리를 하고, 토론을 통

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 교사와 아동이

함께 알게 된 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류 찾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 쓰기 4분,

토론하기 4분, 알게 된 사실 정리하기 2분을 배분하였

으나 활동 초기에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

하는 데 서툴러 시간이 매우 부족했으며, 토론 활동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

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3단원을 마무리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림 17] 오류 찾기 활동의 적용 예

[Fig 17] Example of Application of Finding

Errors

오류 찾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결

한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8]을 살펴보면, 이 경우 자신의 풀이를 다시 살펴봄으

로써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자기의 반성이 보다 명확

한 내면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18] 자신의 풀이를 반성하는 경우

[Fig. 18] Reflection of Solving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오류를 잘 찾아내고 발전

적인 결과를 얻은 것만은 아니다. [그림 19]에서처럼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림 20]에서와 주어진 문제에서

오류를 모두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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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경우

[Fig. 19] Deriving Mistaking Inference

[그림 20] 오류를 모두 찾아내지 못한 경우

[Fig. 20] Not Finding All Errors

또한,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오류가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의 경우 개개인의 잘못을 전체를 대상으로 수정하

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별로 학습지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오류 수정을 대신하였다.

사실 오류 찾기 활동에서 가장 기대했던 모습은 풀

이와 답의 오류를 처음에는 찾아내지 못하였으나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인데, 그 예를

찾아보기 무척 힘들었다. 이는 한 번 고착된 지식이나

개념은 쉽게 수정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개념이 확장되는 경우

[Fig. 21] Expansion of Concept

그렇지만, [그림 21]에서와 같이 토론 활동을 통해

정다각형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확장된 사고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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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되고, 올바른 개념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여겨진다.

[그림 22] 관련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

[Fig. 22] Rearranging of Related Concept

그런데, 오류 찾기 활동을 통해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알게 된 것을 정리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개념을 다시 정리하게 된다

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의 오류 찾기 활동지에서 동일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개념을 다

시 정리하는 것은 도형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인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류 찾기 활동은 학생들을

문제해결과정에 참여시키는 데 매우 가치 있는 도구이

다. 무엇보다도 오류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

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극도의 자극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의 도입부분에서 학생 스스로 오류를 찾아

보는 오류 찾기 활동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긍정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오류 찾기 활동이 수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수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실험반과 비교반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지필

검사로 측정하였다. 사전 검사를 바탕으로 실험반과

비교반을 설정한 뒤, 오류 찾기 활동을 수업에 적용한

실험반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한 비교반의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고 두 집단의 검사 결과를

채점하여 t-검정을 하였다. 20문항으로 된 검사지를 채

점하여 각 문항별로 1점씩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전 학업 성취도 검사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

평균
표준

편차
t p 평균

표준

편차
t p

실험반

(33명)
16.33 3.62

-.270 .788

16.03 2.74

2.117 0.038
비교반

(34명)
16.52 2.10 14.44 3.35

[표 3] 실험반과 비교반의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Table 3] Achievement Test Result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학업 성취도 검사에

서는 실험반과 비교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

나 오류 찾기 활동을 적용한 이후 실시한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

(t=2.117, p<0.05)를 보이며 실험반의 성취도가 높은 것

을 볼 수 있다. 즉, 오류 찾기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장된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에서 의의 있는

차를 보였는데, 도형의 성질을 진술하는 사후 학업 성

취도 검사의 9, 10번 문항의 경우 [표 4]와 같은 결과

를 보임으로써 더욱 뚜렷한 시사점을 갖게 되었다. 다

음 표의 결과는 학생들의 풀이가 맞을 경우 문항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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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틀릴 경우 0점을 부여하여 나온 결과이다.

9번 문항 10번 문항

평균
표준

편차
t p 평균

표준

편차
t p

실험반

(33명)
.79 .42

2.537 0.014

.85 .37

2.690 0.009
비교반

(34명)
.50 .51 .56 .50

[표 4] 실험반과 비교반의 문항별 검정 결과

[Table 4] Result of Certification of Problem

3. 오류 찾기 활동이 수학적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

향

오류 찾기 활동을 수업에 적용한 실험반과 전통적

인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한 비교반의 추론 능력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론 능력 검사를 실

시한 후, 두 집단의 검사 결과를 채점하여 t-검정을 하

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전 추론 능력 검사 사후 추론 능력 검사

평균
표준

편차
t p 평균

표준

편차
t p

실험반

(33명)
9.24 3.78

.264 .793

11.63 2.99

2.514 .014
비교반

(34명)
9.02 2.75 9.91 2.62

[표 5] 실험반과 비교반의 추론 능력 검사 비교

[Table 5]Comparison of Inference Ability Test

[표 5]를 살펴보면 사전 추론 능력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오류 찾기 활동

을 적용한 이후 실시한 사후 추론 능력 검사에서는 유

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t=2.514, p<0.05)를 보이며

실험반의 성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오류 찾

기 활동이 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한 가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 추론 능력 검사지와 사후 추론 능력 검사지는

동형 검사지이므로, 대부분의 문항이 유사하나 4번부

터 9번까지의 문항에는 차이가 있다. 이 문항들은 도

형 영역의 학습 이후 도형과 관련된 내용을 첨가한 것

인데, 사후 추론 능력 검사 결과의 차이가 이들 문항

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문항별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문항에서는 집단 간 평

균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문항 번호 4 5 6 7 8 9

실험반 평균 .82 .91 .55 .73 .58 .88

비교반 평균 .74 .85 .62 .68 .59 .91

t .807 .703 -.591 .448 -.102 -.434

p .423 .485 .556 .655 .919 .666

[표 6] 사후 추론 능력 검사 문항별 결과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After Inference Ability Test

여기에서 오류 찾기 활동이 도형 영역에 한정된 추

론보다 일반적인 추론 능력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됨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오류 찾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또한, 토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수학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V. 마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

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고,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기피하는 학생들의 모

습에서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학생들이 잘못된 인지적 자원을 소지하고 있으면

서도 일관되게 그 자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는데, 이러한 경우 교사는 올바른 내용의 반복 지도보

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지적 자원을 근본적

으로 제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왜 학생들은 같은 실수

를 되풀이할까?’,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도형 영

역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학생 스스로 찾아내고 교정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실험

반과 비교반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학업 성취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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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추론 능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첫째, 사전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형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는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

에 의한 오류(55.8%)이며, 문제해결을 기피하는 오류

(14.8%)를 제외하면, 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

는 오류(11.4%),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9.2%), 기

술적인 오류(6.2%),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으로 인

한 오류(1.6%), 문제 자료를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오류

(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에 의한 오류가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지 문항의 영향을 고

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율로써,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게 도형과 관련된 개념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시각적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나

문제 자료를 곡해하는 오류는 직관과 과신에 의한 것

이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반성적으로 사고

하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오류 찾기 활동을 수업에 적용한 결과, 사전

및 사후 학업 성취도 검사와 추론 능력 검사에서 유의

수준 5% 이내의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이는 오류 찾

기 활동이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추론 능력 향상

에 도움을 주는 교수 방법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의 경우 도형의 성질을

진술하는 문항에서 더욱 의의 있는 차를 보였는데, 이

는 오류 찾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진술해 본

경험과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킨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류 찾기 활동을 통해 사후분석법을 연습한

결과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개념의 정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오류를 줄인 것도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추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류 찾기 활동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면서 매 차시

학습지를 만드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처

음에는 이 활동이 학생들에게도 낯선 방법이라 모두들

힘들어했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

류를 찾는 것이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쉽게 진행되어

시간이 단축되었다. 게다가 학생들도 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학습 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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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n the Application by Finding Errors in the Learning of Figure

Lim, Ji-Hyun
Daegu Waryong Elementary School 

E-Mail :　withxljh@empal.com

Choi, Chang Woo✝1)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tion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

E-Mail : cwchoi@dnue.ac.kr

In this study, the case of error became the object of learning, and the investigator applied these cases 
to an actual class and established three study problem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of students' errors in figure based on before achievement test a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most errors occurred in the figure was the ones from deficient mastery of prerequisite concepts 
and definitions. Specially, the errors from deficient mastery of prerequisite concepts and definitions have 
the majority. it is very high ratio even if it considers an influence of an evaluation question item. so, I 
think it is necessary to teach concept related figure above all.

Second, as the results of application 'finding errors' to a class,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mathematical achievement and reasoning ability within significance level 5%. This means 'finding errors' is 
one of the teaching method that it develops the mathematical achievement and reaso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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