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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이해에 유클리드 원론이 주는 시사점1)

홍 갑 주 (부산교육대학교)

강 정 민 (월내초등학교)

유클리드 원론은 그 내용과 방법론의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수학과 수학교육에서 중요한 교재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론이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 이해

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논의하고 교사교육에

의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교과서의 구

체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원론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어

떤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초등학

교 교육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원론의 중요성을 예증하였

다. 또한,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체계로서의 수학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원론의 가치를 논의하였다.

I. 서론

초등학교 도형 영역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정삼각

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

정다각형, 원, 평행과 수직,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는 세

가지 방법 등을 생각해 보자. 이 주제들이 선택된 이

유는 무엇이고,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교과서에서 다

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정삼각형을 배

우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도기와 눈금자라는 직접적인

측정의 도구를 이용한 방법 뿐 아니라 컴퍼스를 돌려

서 정삼각형을 그리는 방법까지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

까? 왜 평행을 나란한 두 직선이라는 직관적이고 시각

적인 정의 대신,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추상적으

로 정의할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관점에서 할 수 있

겠지만, “그것들이 유클리드 원론에 나옵니다.”라고 단

순하게 표현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답

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모든 다각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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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유클리드 원론》(이하 ‘《원론》’으로 표기)에 정의

되어 있으며, 관련된 지도내용 대부분은 《원론》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삼각형은 《원

론》 Ⅰ권의 스무 번째 정의이며 정삼각형의 작도는

다름 아닌 Ⅰ권의 첫 명제, 결국 《원론》 전체의 첫

명제이다. 또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으로서의 평행선

은 Ⅰ권의 스물세 번째 정의이다.

《원론》은 무려 2300여 년 전에 쓰인 수학책임에

도 그 내용과 방법론의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수학이나 수학교육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교재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사조의 변천과정에서 한때 유클리

드 기하는 Dieudonné(1961) 등의 새수학 주창자들에

의해 학교 수학에서 추방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기

도 했다. 그러나 René Thom은 유클리드 기하의 언어

가 개념의 형식화가 가능한 동시에 공간적 직관과 일

치하고 의미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구문도 풍부하여

일상적인 사고에서 형식적인 사고로의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하였다(Thom,

1973: 권석일, 2006에서 재인용). 교육사조의 변화 과정

에서 교과서에 《원론》이 반영되는 모습은 변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원론》의 내용이나 흔적은 학교 수학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수학, 특히 초등학교 도형과 중학교 기하 영역

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심지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원론》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충

분한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그 근원이 된 《원론》

속에서 각각의 내용들은 서로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

고 체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유클리드 《원론》은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도형 및 기하 관련 내용과 구성에 대한

논의와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왔다. 예

를 들어, 최영기(1999)는 중학교에서 다루는 명제들 중

평행공리와 동치인 명제들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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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수학적 구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 바

있다. 권석일(2006)은 중학교 평면 논증기하의 전반을

고전적 《원론》교육과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바

탕으로 고찰하였다. 강미광(2010)은 《원론》에서 삼각

형의 합동조건의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 작도의 지도 방식과 관련 내용의 도입 순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다각형과 원 등의 기본적인

도형들의 관계에 대한 관찰과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점

만 보더라도 그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원론》을 고찰

하는 것은 역시 의미 있다. 더욱이 조완영(2000)이 지

적했듯, 증명을 보다 일반적인 정당화의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당화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개념들과 관

련된 증명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원론》을 참고하

는 것은 해당 내용들을 통해 학생들과 경험할 수학적

지향점을 논의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홍갑주, 송명선

(2013)의 연구에서 《원론》은 평행선에 대한 동위각

과 엇각의 성질이 초등학교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빠

지게 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

의 분류 즉, 예각/직각/둔각삼각형으로의 분류가 가지

는 교육적 의미를 되짚어 본 홍갑주, 박지환(2015)의

연구에서도 《원론》은 그 분류의 도입이 수학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분류의 교육

적 맥락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연구들은 《원론》을 주요 참고자료로 교육내용

을 분석하고 교재 구성이나 수업에 대한 지침을 도출

하였다. 그러나 《원론》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초등

학교 수학 도형 영역 내용의 이해에 《원론》이 어떠

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논의하고, 교사교육에 《원론》

을 활용하는 가치를 정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원론》의 학문적 중요성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의

구체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원론》의 관점에서 고찰

할 때 어떤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함으

로써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원론》

의 중요성을 예증한다. 이어서 교사들이 체계로서의

수학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원론》의 가치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초등학

교 교사교육에의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Ⅱ. 원론의 중요성 및 역사적 맥락

1. 원론의 학문적 영향력

탈레스, 피타고라스 등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연구를

계승한 유클리드는 정의와 공리로부터 빈틈없는 연역

추론을 통해 확고한 진리를 이끌어내는 수학의 방법론

을 확립시켰다. 그의 방법론은 수학 뿐 아니라 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 영향을 미쳤다(Eves,

1990; Greenberg, 1980; Heath, 1956).

실제로 1687년 뉴턴의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이해(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

y)》에서는 유클리드적인 수학적 방법론으로 우주의

운동법칙을 밝혔다. 그 책은 질량, 운동량, 관성 등의

정의, 그리고 지금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 불리는 세 공리로부터 출발한다.

뉴턴은 이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증명하고, 더 나

아가 케플러의 행성운동법칙, 지구의 세차운동, 조석운

동 등을 증명하는데 이른다. 뉴턴의 친구였던 핼리는

이 책을 바탕으로 자기가 발견한 혜성(핼리혜성)의 다

음 출현 시기를 예측하기도 했다.

스피노자(1632-1677)의 《윤리학》의 원래 제목은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된 윤리학(라틴어: Ethica,

ordine geometrico demonstrata)》이다. 제목이 암시하

듯 이 책 역시 《원론》과 같은 공리적 체계를 따라

기술되었다. 정의, 공리, 정리, 따름정리와 같은 것들이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다. 이러한 구성은 얼핏

독자들에게 어렵게 보이지만, 진리들 사이의 상호 참

조를 가능하게 하며 어떤 명제의 정당화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디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매

우 분명하고 효율적인 이 체계에 익숙해진 독자는 만

연체의 기술보다 이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스

피노자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 책이 단순히 진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진리를 스스로 전개하는 것을

추구했다는 데 있었다. 이것은 진정한 개념은 사고활

동으로서 존재한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한다(Lord,

2010).

실제로 《원론》이 이끄는 사고과정은 매우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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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수학이나 다른 분야의 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매력에 감화되곤 했다. 2012년작 영화 ‘링컨’에는

미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노예제도 철폐에 대한 자

신의 신념을 피력하면서 《원론》의 제1공리 즉, “같은

것과 같은 것끼리는 서로 같다”에 대해 그것은 ‘유클리

드가 자명하다고 말했던 영원한 진리’라고 설명하며,

동등(equality)의 개념이 균형이나 공정함이나 정의와

같은 민주주의가 지향할 가치들의 출발점임을 강조한

다. 물론 여기서 수학적 개념이 다소 극적으로 표현되

기는 했지만, 가난하여 독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링컨은 실제로 《원론》을 늘 옆에 끼고 다니며 변호

사로서의 논리적 소양을 키웠다고 알려져 있다.

《원론》의 내용체계는 매우 우아하며 체계적이다.

예를 들어, 총 48개의 명제가 포함되어 있는 Ⅰ권의

마지막 두 명제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와 그 역인데

이 증명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와 같은

긴장감과 흥미가 있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 위에 세워

진 정사각형의 넓이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알려주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을 다루려면 평행사변형, 삼각

형 등의 넓이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성질은 평행의 성질을 바탕으로 유도되며, 평행과 넓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합동조건을 비롯한 삼각형의 여

러 성질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 결국, 이를 역으로 보

면 알 수 있듯, Ⅰ권의 첫 26개 명제는 삼각형의 성질

과 세 개의 합동정리를 다룬다. 이후 32번 명제까지는

평행에 대한 이론을 세우며,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도형에 대한 중요한 성질로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

직각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머지 명제들은 평행

사변형, 삼각형 등의 넓이를 다룬다. 《원론》의 생명

력은 단지 그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명제

들의 체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에도 들어 있다.

Eves(1990)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형이상학》에서 “기하학의 대부분의 명제의 증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증명을 ‘원론’이라고 부른다.”고 적

었다. 그 주제의 원론으로 취할 정리를 선택하는 일은

상당한 판단력이 필요한데, 유클리드의 《원론》은 이

런 선택이 특히 훌륭했다는 점에서 앞선 원론들보다

뛰어났다.

2. 불완전한 수학으로서의 원론

수학적으로 이야기 할 때 유클리드 기하학이란 등

장사상에 대한 불변량을 연구하는 분야로 일반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유클리드의 《원론》은 공리적 방법

론의 전형으로 소개될 수도 있고, 고전 기하학 명제들

의 보고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상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언급될 수도 있다. 이는

《원론》 자체의 방대한 내용뿐 아니라 관련된 풍부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클리드의 《원론》은 가장

뛰어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에게 ‘완전한’ 수학적

이론전개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사실은 몇

가지 논리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점차 밝혀져 왔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Greenberg, 1980; Eves,

1997; 양성덕, 조경희, 2011).

첫째, 모든 용어를 정의하려 헛되이 시도했다. 용어

의 정의란 이미 정의된 다른 용어를 써서 새로운 개념

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끝없이 거

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므로 모든 용어를 정의하는 것

은 원리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용어는 정의하지

않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클리드는 어떤 이유

에서인지 그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개념을 정의하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유클리드의 정의 중 처

음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정의1. 점은 부분을 갖지 않는 것이다.

정의2. 선은 너비가 없는 길이이다.

정의3. 선의 양끝 각각은 점이다.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과 직선을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나 현대적

인 관점에서는 공리적으로 기하학을 전개할 때 점, 직

선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정의하지 않는 편이 합

리적이다. 이때 정의하지 않는 용어들 즉, 무정의 용어

들의 쓰임은 그 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용어를 포

함하는 공리를 통해서 규정된다.2)

둘째, 시각적인 심상에 의존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2) 예컨대 “주어진 두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직선은 유일하

게 존재한다”를 공리로 둔다면 “주어진 세 점을 꼭짓점으

로 하는 삼각형은 유일하다”와 같은 명제가 증명된다. ‘점’

이라는 용어, 그리고 ‘직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은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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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를 사용했다. 자신이 제시하는 모든 명제를 오직

정의, 공준, 공리에 의거하여 증명하려는 것이 유클리

드의 의도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원론》의 첫 번째 명제를 살펴보자.

[그림 1] 《원론》 명제 Ⅰ.1. 정삼각형의

작도

[Fig. 1] 《Elements》 Proposition Ⅰ.1.

Construction of a equilateral triangle

주어진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

릴 수 있다는 이 명제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증명. 공준 3에 의해,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원 D가, 그리고 B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나는 원 E가 존재한다. 두 원의 교점 중 하나를

C라고 하면 AC는 AB와 같고, BC도 AB와 같다(정

의 15. 즉, 원의 정의). 공리 1에 의해 AC와 BC는

같다. 따라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정의 20.

즉, 정삼각형의 정의).

이 증명에서 유클리드는 두 원 D와 E가 만났을 때

교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그림 상으로는 분명하지만, 그의 공준과 공리

들을 어떻게 결합하더라도 이 사실을 유도해 내지 못

한다. 결국, 유클리드는 곡선의 교차에 대한 자신의 시

각적인 심상을 은연중에 사용한 것이다. 사실, 직선과

원 등의 곡선들이 서로를 가로지를 때 교점이 생긴다

는 성질을 논리적으로 보장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공리

가 필요하다. 그가 시각적인 심상에 의존한 또 다른

예로는 ‘사이에’의 말뜻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 개념

이 규정되어야만, 예컨대 “A, B, C, D가 차례로 놓여

있다”는 말 뜻 역시 규정될 수 있다.

힐베르트(David Hilbert, 1862-1943)는 1899년 초판

발행된 그의 책 《기하학의 기초(독일어 제목

Grundlagen der Geometrie)》에서 유클리드 기하의 명

제들 전체를 직관이나 시각적 심상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연역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공리계를 만듦

으로써 《원론》의 논리적 결함을 치유하였다. 그의

공리계는 총 21개의 공리(판에 따라서는 20개의 공리)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리들은 결합, 순서, 합동, 연

속, 평행의 다섯 가지 공리군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순

서 공리군은 ‘사이에’의 말뜻을 규정해 주며, 연속 공리

군은 명제 1에서의 두 원이 교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장해 준다(Greenberg, 1980; 양성덕, 조경희, 2011).

《원론》은 또한 불충분한 증명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형태에 관한 증명만으로

진술된 명제 전체의 증명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무정의 용어의 도입, 직관

을 대신해 줄 공리의 추가, 증명을 엄밀히 다듬는 작

업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Hilbert 등

후대의 수학자들은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론》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은 그 기하학체계 자체

에 대한 것이었다. 그 중요한 계기는 제5공준에 대한

의심이며 이로부터 제5공준의 부정을 새로운 공준으로

삼아서 전개한 체계 즉,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되

고, 이로부터 수학적 진리의 본질에 대한 자각이 일어

나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Greenberg, 1980).

결국 《원론》은 완전한 책이 아니며, 그 문제들은

다양한 수학적 논의를 파생시켜 왔다. 그러나 교육적

인 입장에서 불완전함은 독자가 개입할 여지를 마련해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앞서 인용한 René Thom의 논

평에서 보듯, 《원론》은 일상적인 경험과 친숙한 도

형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전문적인 수학의 엄밀성과

체계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

다.

친숙한 대상에 대한 엄밀한 논의, 그러나 완전하지

않음이 공존하는 《원론》은 수학의 인간적인 측면을

느끼게 해 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원론》에서 앞

서 언급한 점의 정의는 현대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있

지만, 점이라는 대상만 가지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

한 《원론》의 고민은 학생들과 함께 음미할 가치가

있다. 명제 1에서 원의 교차점의 문제는 새로운 공리

의 추가를 요구하지만, 이 문제를 학생들과 논의한 후

‘《원론》 수준의 엄밀성’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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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 나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수학적 지식을 논

증과 반박을 통해 발전되는 과정중의 지식으로 보는

라카토스의 입장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문제는 잘못

된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교실에서 논

의할 좋은 주제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Ⅲ. 원론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 내용 고찰

실험적 방법을 통한 도형 성질의 탐구, 원과 특정한

다각형 그리기, 도형의 넓이 구하기는 초등학교 도형

및 측정 영역의 중요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종이접기

를 이용하여 직각 만들기, 컴퍼스로 정삼각형 그리기,

다각형 넓이 구하기의 예를 통해 《원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초등학교 도형 및 측정 영역의 내용을 재음미

하고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예시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종이로 직각 접기

수학 3-1 교과서의 [그림 2]와 같이 종이를 두 번

접어 직각을 만드는 활동(교육부, 2015a, p.62)은 직각

을 배울 때 빠지지 않는 활동이다. 현행 2009 개정 교

과서에서는 이 각들이 모두 같은지를 시각적으로 관찰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한 다음, ‘종이를 반듯하

게 두 번 접었다 펼쳤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약속한다.

[그림2] 종이 접어 직각 만들기

[Fig. 2] To make a right angle with a paper folding 

이 활동을 《원론》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자. 《원

론》에서 직각의 정의는 합동에 대한 직각의 논리적

성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직선에다 다른 한

직선을 세웠을 때, 이웃한 각들이 서로 같으면 그 각

을 직각이라 부른다.” [그림 2]에서 만든 각들이 직각

이 되는 이유는 이 정의 자체가 설명해 준다. 즉, [그

림 2]에서 이웃한 각들은 겹쳐지므로 서로 같다. 따라

서 위 정의를 만족한다.

한편, 《원론》에서 직각의 실제 작도는 Ⅰ권 11번

명제, 즉 “주어진 직선 AB 위의 주어진 점 C에서 수

선을 그릴 수 있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증명은 주

어진 직선 위에 모인 합동인 두 각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측정에 의존하지 않는 《원론》에서 합동

인 두 각을 만드는 방법은 합동인 두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며, 실제로 증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그림

3] 참고).

증명. 직선 AB와 그 위의 점 C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직선 AB 위의 임의의 D를 잡고 DC=CE 인

점 E를 잡자(명제 2). DE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

형 FDE를 작도하자(명제 1). 선분 FC를 작도하자

(공준 1). 그러면 삼각형 DCF와 ECF는 합동(명제

8). 이러면 이웃한 두 각 DCF와 ECF가 합동이므로

두 각 각각은 직각이다.

[그림3] 《원론》 명제 Ⅰ.11의 증명

[Fig. 3] The proof of 《Elements》 Ⅰ.11

결국 합동이면서 인접한 두 각을, 합동인 두 삼각형

의 작도가 아니라 종이접기를 통해 만들어 낸 교과서

그림의 아이디어는 명제 11 증명의 초등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는 이 활동을 통해 직각을

구성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각들이 같은 이유는

묻지 않고 단지 시각적 판단에만 의존한다. 직각을 구

성적으로 정의하는 교과서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왜

그 각들이 같은지’를 생각하여 표현하는 단계를 제공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반힐 기하 학습수준의 용어

로 말하자면 도형을 전체적인 모양을 통해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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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인식수준에서, 도형을 그 구성요소와 성질에

대한 고려 하에 인식하는 분석적 인식수준으로 수준

상승을 이끄는 질문이라는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질문을 거친다면 교과서에서 직각의 정의에 해당하

는 설명은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을 때 서로 겹쳐

진 네 각은 모두 같게 됩니다. 이 각을 직각이라고 합

니다.”와 같이 보완하여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렇게 각이 같아지는 이유를 주목하도록 하

는 것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종이를 접는 방법도 검

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즉, [그림 2]의 최종적으로

펼쳐진 종이 그림에서 종이의 모퉁이도, 접힌 선이 만

드는 모든 각도 직각이므로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불

분명해진다. 만약 처음 접는 선을 종이 모서리에 비스

듬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각과 그 성질은

보다 분명해진다. 실제로 [그림 4]의 4차 교육과정 수

학 3-1 교과서(문교부, 1983, p.102)를 보면 그러한 방

식으로 접도록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새 교과서 집

필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보인다.

[그림 4]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직각 접기

[Fig. 4] The paper folding of a right angle in

the 4th national curriculum textbook

2. 정삼각형의 작도

[그림 5]의 컴퍼스를 이용한 정삼각형 그리기(교육

부, 2015b, p.106)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의 전통적인 지

도내용 중 하나이다. 앞서 보았듯 이에 대응하는 《원

론》의 내용인 정삼각형의 작도는 《원론》전체의 첫

명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명제는 이

외에도 여러 관점에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명제는 한편으로 정삼각형을 작도하는 실용

적인 방법을 말해주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정삼각

형이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임을 드러내는 증

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선분을 임의로 옮겨 그릴

수 있음을 보이는 두 번째, 세 번째 명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원의 정의 속에 선분을 옮기는 기능이 내

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명제이기도 하다.

[그림 5] 교과서의 정삼각형 그리기

[Fig. 5] To draw a equilateral triangle in the textbook

그런데 교과서에서 정삼각형의 약속을 정다각형의

약속과 비교하여 보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2009 개

정교육과정에서 정삼각형은 4학년 1학기 ‘각도와 삼각

형’ 단원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약속된

다. 반면 정다각형은 4학년 2학기 ‘다각형’ 단원에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

형’으로 약속된다. 따라서 약속만으로 정삼각형이 하나

의 정다각형임이 즉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원론》에서 세 변이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니라 ‘등변삼각형(equilateral triangle)’이라는 이름으

로 Ⅰ권의 20번째 정의로 제시된다. ‘정다각형’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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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역시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오각

형에 해당하는 것은 ‘등변이고 등각인 오각형

(equilateral and equiangular pentagon)’이라고 부르며,

이는 Ⅳ권에서 여러 다각형들과 원을 내접, 외접시키

는 것을 다룰 때 그 대상이 되는 다각형들 중 하나로

등장한다(명제 11～14). 《원론》에서 등변삼각형이 등

각이라는 것을 별도의 명제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등

변삼각형은 밑각이 같음을 말하는 Ⅰ권의 명제 5와 공

리 1을 이용하면 이는 쉽게 증명된다. 또한 명제 6은

그 역, 즉 두 내각이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므로 역시 공리 1과 함께 등각삼각형은 등변삼

각형임을 보이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교과서의 활동은 정삼각형이 정말로

하나의 정다각형이 되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라는 의미

도 가진다. 또한 교과서에서 이어지는 ‘활동2’(교육부,

2015b, p.107)에서는 두 각이 각각 60°인 삼각형을 그

린 다음, 변들의 길이를 재어 그것이 정삼각형임을 확

인하는데, 이는 등각삼각형이 등변삼각형이 됨을 발견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염두에 두고

교과서의 설명을 볼 때 몇 가지 보완을 검토할 점이

발견된다. 우선 ‘활동1’에서 삼각형 세 각의 크기가 같

다는 것, ‘활동2’에서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

모두 측정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앞 차시에

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즉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

은 같고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된다

는 것을 배웠으므로(교육부, 2015b, pp.104-105) 여기서

는 간단한 연역추론을 통해 세 변이 같은 삼각형은 세

각이 같고, 세 각이 같은 삼각형은 세 변이 같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내에서 이러한 추론은

제시되지 않는다.3) 교과서에서는 몇 차시 앞서, 삼각형

의 내각의 합은 측정과 관찰에만 의존해 설명하지만,

이어서 사각형에 대해서는 측정뿐 아니라 그것을 삼각

형 두 개로 분할하고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을 이용해

네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간단한 추론도 제시하고

3) 전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시 지도서 안의 ‘활동’에서 언급

되고 있으나(교육부, 2015c), “이등변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데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므로 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는 예시답안은 이어지는 각의 측정과

관련된 맥락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초등학생의 수준을 감

안하더라도 정삼각형이 어떤 꼭짓점을 기준으로도 이등변

삼각형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확하다.

있다(교육부, 2015b, p.95). 이를 고려하면, 같은 수준에

서 정삼각형에 대한 측정과 함께 이러한 추론을 제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정삼각형이 어느 꼭

짓점을 기준으로도 이등변삼각임을 관찰하고, 그래서

세 변이 서로 같음을 추론하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정

삼각형의 대칭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적 직관을 언어적

으로 확인하는 흥미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교과서에서 이 활동은 정삼각형의 세 각이 같

음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

들에게는 정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학적 경험이 될 수 있다. 학생들

이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삼각형의 약속

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이를 지금 사용할 수 있

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

야 한다. 지필 활동 이전에, 학생들이 친숙하게 여길

구체물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예컨대 길이가 같은

막대 세 개를 한 줄로 이어서 늘어놓은 후, 양쪽의 두

개를 끝을 맞물리게 접어서 정삼각형을 만든다는 착상

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종이 위

에 자와 컴퍼스로 그림을 그리게 한다면, 위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제안될 수 있다. 즉, 한 줄로 붙어있

는 세 개의 합동인 선분을 그린 다음, 가운데 선분의

양 끝점을 중심으로, 양 끝의 두 선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컴퍼스로 그려 교점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3차 교육과정 수학 4-1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6](문교

부, 1977, p.81)은 이런 방법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순으로 특수화를 하면서 같은 방식의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교과서에서 이등변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의 기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림에는 눈금자만이

도구로 주어져 있다(교육부, 2015b, p.104). 그러나 실

제로 학생들이 눈금자만으로는 5cm, 4cm, 4cm와 같이

원하는 변의 길이대로 이등변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

[그림 6]의 그리기 방법은 위와 같이 치수가 주어진

이등변삼각형, 그리고 치수가 주어진 일반적인 삼각형

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이등변삼각형으로, 다시 정삼각형으로 수학적 특수화

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5-2에서 배우는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는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학적 경험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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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3차 교육과정의 정삼각형 그리기

[Fig. 6] To draw a equilateral triangle in the

3rd national curriculum textbook

3. 다각형의 넓이

학생들이 공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오영열, 2010; 정경순, 임재훈,

2011). 초등학교에서 넓이 역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로서, Wertheimer(1959)의 연구에서 보듯,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과 같은 다각형의 넓이공식을 일단 접한 학

생들은 그 공식을 낳은 도형의 분할과 등적변형의 착

상들은 잊은 채 공식에 수를 대입하는 일만 반복하며,

전형적이지 않은 형태의 도형에 대해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교과서 자체에도 일부 요인

이 있다고 보인다. 수학 5-1 교과서(교육부, 2015d,

pp.124-171)와 익힘책을 보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등의 순서로 그 넓이 공식을 유도하

는 과정의 각 단계마다 도형의 분할과 등적변형을 이

용한다. 그러나 일단 공식을 구하고 나면 이후부터는

치수나 넓이 중 하나를 빈칸으로 두고 적당한 수를 찾

는 것과 같은, 그 공식의 적용 및 응용에 집중하는 경

향이 있다. 밑변과 높이를 공유하지만 기울기가 서로

다른 삼각형들이 넓이가 같음을 확인하는 [그림 7]의

활동(교육부, 2015d, p.150) 역시 공식에 의존하는 예이

다. 특히 삼각형 ‘가’와 같이 많이 기울어진 삼각형에

도 이미 구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고 있음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교과서에서 삼각형

은 대각선을 따라 자른 평행사변형의 절반으로 그 넓

이 공식을 유도하지만,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등

적변형하여 넓이를 설명하는 교과서의 일반적인 방법

(교육부, 2015d, p.144)은 평행사변형이 많이 기울지 않

아 직사각형과 대변이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가’와 같이 많이 기울어진 삼각형은 넓이를 직접 구한

바가 없는 셈이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저렇게 많이 기울어진 삼

각형도 넓이가 같을까?”와 같은 의문을 갖게 해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또한, [그림 7]의 활동이 학생들에

게 이 삼각형들이 넓이가 같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확신을 줄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

[그림 7]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 넓이의 비교

[Fig. 7] Comparing the areas of triangles with same

base and same height

한편, 《원론》에서 넓이는 수가 아니라 영역 자체

로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도형이 양쪽에서 일치하는 조각들끼리의 합과 차를 통

해 표현됨을 보여야 한다. 이때 《원론》의 공리들은

같다는 말의 용법을 규정해 준다.

공리1. 어떤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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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면   .

공리2. 서로 같은 것에 서로 같은 것을 더하면 같다.

즉,  ′이고   ′이면   ′′ .
공리3. 서로 같은 것에서 서로 같은 것을 빼면 같다.

즉,  ′이고   ′이면   ′′ .
공리4. 서로 일치하는 것은 같다.

공리5.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원론》에서는 일반적으

로 등적변형이라 부르는 영역 분할과 이동 조작의 다

양한 착상을 거듭 사용하게 된다. 초등학교 다각형의

넓이 전개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등적변형의 착상들은

《원론》 Ⅰ권 안에서 모두 찾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기발함이 보이는 착상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평행사변형이 한 밑변([그림 8]의 선

분 BC)을 공유하고 그 평행선에 대변(AD와 EF)을 가

지면 넓이가 같다는 명제 35를 살펴보자. 교과서에서

평행사변형은 한 쪽 직각삼각형 부분을 떼어 반대편에

붙이는 착상을 통해 직사각형으로 등적변형된다. 넓이

를 하나의 수로서 구하는 학교 수학의 입장에서 넓이

공식의 치수인 밑변과 높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공하

는 것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이다. 넓이를 영역 자체로

서 다루는 《원론》에서는 직사각형이라는 기준이 중

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명제 35 역시 평행사변형들

이 넓이가 같을 조건 하나를 제시하는 명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유클리드는 증명의 여러 경우 중 대

표적인 경우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경우가 종

종 있었는데, 명제 35의 경우 주어진 변의 대변끼리

겹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했다. 유클리드의

증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8]).

증명. 삼각형 ABE와 DCF는 합동이므로 삼각형

DGE를 양쪽에서 빼면 사다리꼴 ABGD와 EGCF의

넓이가 같음을 안다(공리 3). 따라서 다시 양쪽에

삼각형 GBC를 더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 ABCD

와 EBCF도 넓이가 같다(공리 2).

[그림8] 《원론》 Ⅰ.35의 증명

[Fig. 8] Proof of 《Elements》 Ⅰ.35

이 증명은 합동인 영역을 양쪽에 뺌으로써 목표로

하는 두 영역이 넓이가 같음을 보이는 추론을 포함한

다. 이것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리 3이다.

이 증명은 두 영역이 같음을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뺄

셈의 전략을 보여준다. 이는 교과서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전략이다. 참고로, 원론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간략화 될 수 있다. 이 증명은 원론을 주제로 진행

한 본 연구자의 대학원 수업을 듣는 한 초등학교 교사

가 스스로 발견하여 발표한 것이기도 하다.

다른 증명. 삼각형 ABE와 DCF는 합동이므로

사다리꼴 ABCF에서 삼각형 ABE를 뺀 도형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DCF를 뺀 도형의 넓

이는 같다(공리3). 그런데 두 도형은 각각 평행사

변형 EBCF와 ABCD이다.

앞서 살펴본 [그림 7]의 내용, 즉 밑변과 높이를 공

유하는 삼각형끼리 넓이가 같다는 사실은 명제 35를

바탕으로 명제 37에서 증명된다. 명제 35의 증명을 고

려하면 많이 기울어진 삼각형의 경우를 포함하는 증명

인 셈이다.

넓이에 대한 《원론》의 개념은 넓이가 같음을 보

이기 위해 계산이 아니라 영역을 쪼개고 붙이기 위한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원론》

Ⅰ권 후반부의 명제들은 넓이의 공식 이전에 학생들에

게 넓이의 등적변형에 대한 충분한 조작활동을 제공하

는데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가 된

다. 이러한 조작 활동은 학생들이 [그림 7]과 같은 경

우의 넓이 공식에 대한 심리적 확신을 가지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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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체계로서 수학을 보기

“다음 중 평행사변형의 약속을 고르시오”는 초등학

교나 중학교의 시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보기로 흔히 주어지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사각

형’,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이 크기가 같은 사각형’ 등등

은 유클리드 기하에서 서로 동치이며4) 따라서 어느 것

을 정의로 삼느냐는 명제의 논리적 위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개의 효율성이나 우아함을 고려한 선택의 문

제가 된다. 이러한 이해는 평행사변형의 약속을 암기

할 대상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 최선의 정의

를 선택하는 탐구의 대상으로 보게 해 준다. 실제로,

이지현(2014)은 이 문제를 소재로 예비교사들에게 도

형 정의를 재발명하는 lesson play를 실시하여, 정의에

대한 그들의 교과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이

완성된 수학 뿐 아니라 ‘발생 중의’ 수학에서의 정의까

지 포용하는 것으로 변하고,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교

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확인한 바 있다.

최영기(1999)는 중학교 수학 기하 영역의 기초가 되

는 아래의 네 명제가 사실 유클리드의 평행공리와 동

치라는 고찰을 통해서 유클리드 기하와 학교 수학에

대한 교사들의 시야를 넓히고자 한 바 있다. 그 명제

란, “1. 임의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 2. 직사각형이 존재한다. 3. 임의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이다. 4. 임의의 삼각형 ABC 와 임

의의 주어진 선분 DE 에 대하여 대응각의 크기가 서

로 같은 닮은 삼각형 DEF 가 존재한다”이다. 피타고

라스 정리처럼 수준 높아 보이는 명제와 직사각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단순한 명제를 포함한 이 네 가

4) 위의 정의와 성질들은 서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평행이

면 엇각이 같다는 《원론》 Ⅰ.29 명제, 삼각형 내각의 합

이 일정하다는 《원론》 Ⅰ.32 명제 등을 이용하므로 결국

평행선 공준에 의존한다. 즉, 위의 정의와 성질들은 유클

리드 기하 하에서 동치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등변삼각

형과 등각삼각형이 같다는 것은 평행선 공준이 필요 없는

명제 Ⅰ.5, Ⅰ.6에 의해 증명되므로 중립기하학의 명제이

다.

지 명제가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 내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하나의 현상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교과서의 내용을 개별적으로만 보아서는 가질 수 없는

경험이다.

또한, 《원론》 속에서 각각의 지식들이 어떤 순서

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교과서를 살펴

보는 것은 그 구성과 설명 방법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준다. 홍갑주, 송명선(2013)은 초등학교 수학에

서 평행선에 대한 동위각과 엇각이 빠지게 된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교과서상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평행선에 대한 동위각 엇각의 지도 순서에 주목

한 바 있다. 즉,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평행선에 대

한 동위각 엇각은 4학년 2학기에, 삼각형 내각의 합은

4학년 1학기에 제시되었다. 반면, 《원론》의 체계 속

에서는 평행선에 대한 엇각과 동위각의 성질이 어떤

도형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

는 것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보이는 Ⅰ권의 명제 32

이다. 이렇게 전도된 순서가 반영하듯 교과서에서 그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게 지도되었고, 평행선에 대한

엇각과 동위각의 성질은 각도 관련 문제 해결의 도구

로 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결국 2007 개정교육과정

부터 평행선에 대한 엇각과 동위각의 성질은 빠지게

되었다. 그 연구에서는, 평행선에 대한 엇각과 동위각

의 성질은 초등학교 수학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평행

사변형 속에, 그리고 등적변형을 통해 여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었음을 지적하고,

그 성질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은 결국 기존 교

과서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그 성질의 의미를 분명

히 찾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라고 판

단한다.

《원론》이라는 체계를 통해 학교 수학을 살펴보는

것은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다루는 수학적 개념들에 대

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삼각

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 곱의 절반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삼각형에 대해 밑변과 높이는 세 쌍 존재하

므로 사실 위 공식의 값은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진다.

최영기, 홍갑주(2006)는 도형의 넓이는 유일하게 결정

된다는, 넓이에 대한 일상적인 관념을 되짚어보면서,

이 세 값이 일치한다는 사실 속에 유클리드 기하의 고

유한 성질이 함의되어 있음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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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본질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한 바 있다.

즉, 
 ×밑변×높이의 값을 삼각형의 넓이라 부르는 것

은, 그것이 넓이의 일반적인 성질인 합동불변성과 가

법성으로부터 연역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비로소 수학

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그 성질 자체는 일상 경험

과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넓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상정하는 기하에 따라 다르

다. 실제로 삼각형 밑변과 높이 곱이 일정하다는 것은

평행선 공준과 동치이다. 쌍곡기하에서는 밑변×높이의

세 값이 일치조차 하지 않으므로 이 공식으로 삼각형

의 넓이를 나타낼 수 없다.

언급한 학교 수학의 내용들을, 그 내용들이 서로 엮

여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원론》의 틀을 통해

고찰하는 것은 수학 교과에서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

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확장할 기회가 된

다.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에 대해 앞서 언급한 정의와

성질들이 유클리드 기하에서 동치이고, 따라서 현행

교과서의 정의를 평행사변형의 정의로 선택할 수학적

인 필연성은 없음을 이해한 교사라면, 그 문제에서 학

생의 오답에 대한 대처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그

문제의 출제 자체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지도내용에 개입하고, 수업

에서 마주치는 상황들에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처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원론》을 통해 체계로서의 수학을 경험하는

것은 초등학교 예비교사 및 교사 교육에 도입할 가치

가 있다고 보인다. 전공으로서의 수학을 배우지 않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체계로서의 수학을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다. 수학교육을 교육대학교 학부 심화과정이나

대학원에서 전공하면서 그런 기회를 가진다 해도, 대

학 수준의 수학 전공과목들은 초등학교 교사와 예비교

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감을 주는 것이 사실

이다. 《원론》은 한편으로 초등학교 수학 도형 영역

의 친숙한 대상들을 주제로서 다루면서도, 또 한편으

로 그것을 소재로 수학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해 준다.

Ⅴ. 결론 및 제언

20세기 이후 교육사조의 여러 차례 변화 속에서도

초등학교 도형영역의 대부분 주제들은 여전히 《원

론》을 그 원류로 하고 있다. 《원론》은 초등학교 때

부터 친숙한 그 주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갖

게 해 주며, 교과서 내용 배치와 지도 방법에 대한 논

의의 관점을 마련해 준다. 예컨대 넓이를 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재와 등적변형을 통해 같은 넓이임을 보이

는 것을 강조하는 교재를 통한 학생들의 수학적 경험

은 다를 수밖에 없다. 측정을 통한 관찰과 초등학교

수준의 부분적인 연역추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수학적 성장은 달라질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서 사각형의 내각 합과 정삼각형의 세

내각이 같음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서 보았듯, 교과

서에서 관찰과 추론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는 앞으

로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원론》은 그 체계의 우아함, 명제의 개별 내용과

그 전개 과정 속의 풍부한 이야기로 인해 수학을 전공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화를 주곤 했다. 그 이

야기를 충실히 들려줄 수 있다면, 《원론》은 전공으

로서의 수학을 배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예비 초

등 교사들에게 초등학교 수학의 내용들이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교사로서 무엇을 지향해야 할

지, 수학이란 학문의 일반적인 성격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수업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수업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함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원

론》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비유클리드 기

하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수학의 본성에 대한 깨달

음을 얻는 과정은 수학이 인간적인 학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물론 《원론》의 순서나 내용이 초등학교 도형 관

련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원류인 《원론》의 내용을 무시한 채로 그 내용에 대

한 논의를 완전하게 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학교급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도, 초등학교 도형 및 측정 영역과 중학교 기하 영

역의 통합적 이해의 기반으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

사들이 《원론》을 공부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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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lid’s elements have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textbook in mathematics and mathematics 
education because of importance of its contents and methodology. This study discussed how the 
elements is connected with understanding of math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trying to reveal the 
value for teacher training. First, when details in elementary textbooks were considered in aspect of 
elements, the importance of elements was illustrated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contents of 
elementary school by examining educational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d the value of 
the elements as the place for teachers and would-be teachers to experience ma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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