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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Logic and Intuition in Teaching
Geometry: Comparing Euclid’s Elements and

Clairaut’s Elements
Euclid 원론과 Clairaut 원론의 비교를 통한

기하 교육에서 논리와 직관의 고찰

Chang Hyewon 장혜원

Logic and intuition are considered as the opposite extremes of teaching geometry,
and any teaching method of geometry is to be placed between these extre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ogical and intuitive ap-
proaches for teaching geometry and to derive didactical implications by taking Eu-
clid’s Elements and Clairaut’s Elements respectively representing the extremes. To
this end, comparing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each book, we analyze which
propositions Clairaut chose from Euclid’s Elements, how their approaches differ
in definitions, proofs, and geometrical constructions, and what unique approaches
Clairaut took. The results reveal that Clairaut mainly chose propositions from Eu-
clid’s books 1, 3, 6, 11, and 12 to provide the contexts that show why such ideas
were needed, rather than the sudden appearance of abstract and formal proposi-
tions, and omitted or modified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according to learners’
levels. These propose a variety of intuitive strategies in line with trends of teach-
ing geometry towards emphasis o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different lev-
els of justification. Specifically, such as the general principle of similarity and the
infinite geometric approach shown in Clairaut’s Elements, we could confirm that
intuition-based geometry does not necessarily aim for tasks with low cognitive de-
mand, but must be taught in a way that learners can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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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대 문명권의 수학 중 Euclid 원론은 특이한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주목되어 왔다.

당시 타지역의 수학이 지닌 실용성과 달리 연역에 기초한 논리적 전개라는 점이 그 특징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수학의 역사에서 Euclid 원론이 차지하는 위상은 인정받아왔지만,

논리 연역적 전개의 탁월함에 견주어 그것이 지닌 어려움과 무미건조함 때문에 학습자 중

심의 수학교육적 측면에서는 비판적 관점이 있었고, 따라서 Euclid에 대한 대안이 자주

출현한 것 또한 사실이다. 논리적 엄밀성을 띤 학문적 기하를 학교 수학의 교과 내용으로

다루기 위해 초보화한 교재가 17세기 이후 다수 등장하였고, 그러한 경향이 이어져 20세기

초반 독일의 Treutlein 기하 교재나 영국의 Godfrey 기하 교재는 실제적인 과제를 통한

직관을 중시하며 [10], 오늘날 발도르프 학교 기하 교재의 직관적 작도 [17] 역시 같은 맥

락에 있다. 논리적 엄밀성을 양보하고 직관에 의존함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

한 것이다. 이때, 직관은 즉각적인 인지 형태이며, 직관적 지식은 형식적이든 경험적이든

증명의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9], 논리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하 수업은 논리와 직관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 대응할 것이다. 논리의 극단에 Euclid를 대응시킨다면 그에 대치되는 직관

의 옹호자 중 본 연구가 조명하는 수학자는 Clairaut이다. Clairaut 원론은 Euclid 원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관에 크게 의존한다. Clairaut

자신이 지나치게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7] Euclid

의 원론과 Clairaut의 원론은 논리 대 직관의 대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직관-논리의

스펙트럼의 한 극단에 Euclid가 위치한다고 해도 Clairaut가 반대쪽 극단에 위치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Clairaut는 직관이 허용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원론의 몇몇 부분에서, 내가 눈으로의 확인을 너무 신뢰한다는 것과

수학적 증명의 엄밀한 정확성에 충분히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질책할 것이다.

내게 그러한 질책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부탁하건대, 나는 사람들이 조금만 주목해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제에 대해서만 가볍게 지나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

란다. 특히 이런 종류의 명제를 더 자주 만나는 초반부에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기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어느 정도 훈련시키길 좋아하며, 반대

로 무용지물인 증명을 퍼부어 괴롭힐 때 싫증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7, p.xiii].

Clairaut는 질책받을 것을 염려했던 직관의 신뢰, 증명의 엄밀성 양보, Euclid 명제의

생략, 명제의 기본 원리만 다루는 것 등에 대해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의 전개에 대한 정당

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증명 없이 직관에 의존하여 가볍게 다루는 것은 학습자의 직관이

허용하는 명제에 국한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므로 독자는 그의 원론에서 Euclid 원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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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중 일부에 대해 직관과 논리가 조화된 구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uclid 원론과 그에 대한 역사발생적 관점에서의 대안인 Clairaut 원론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동일 수학 지식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취한 명제를 중심으로

논리적 접근과 직관적 접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Clairaut의 원론에만 있는 요

소 및 특성을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논리 연역 체계로서의 기하를 학습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전개로 환원할 경우 학교 수학이 취해야 할 교수학적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수학 및 수학교육에서 논리와 직관

Euclid 원론은 논리 연역적 전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여러 대

안은 학교 수학이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와 같은 입장을 표방한 학자 중 Dewey는 산술뿐만 아니라 기하 지도에 있어서도 심리적

측면의 강조를 주장한 바 있다 [8]. 기하를 이성적, 엄밀한, 논리적, 과학적 기하와 직관적,

감각적, 적용된, 초보적 기하로 구별하면서 전자를 논리, 후자를 심리라고 언급한다. 수학

적 관점에서는 수학 개념의 정확한 정의와 엄밀한 논증이 중요하지만, 특정 학년급을 위해

주어진 내용은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본다. 심리와 논리의

구별은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특정 시기와 관련될 뿐이며, 따라서 논리적 이해가 언제 가

능한지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교과 내용을 논리와 심리의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 습관을 얻는 것을 교육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Poincaré는 수학에서 논리와 직관의 대립은 수학적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수학

자의 본성적인 정신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았다 [15]. Poincaré는 과학 발달에서 논리와 직

관은 필수이며, 상대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호 보완 역할의 필요를 역설하였다. 직관은

엄밀성, 특히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리를 향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확실성을 부여하는 논리는 증명의 도구이며, 직관은 발명의 도구이다. 그

러나 감각과 이미지에 호소하는 직관이나 실험 과학에서 귀납에 의한 일반화는 확실성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순수 수에 대한 직관과 같이 진정한 수학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직관

도 있다고 함으로써 직관의 여러 유형을 구별하기도 하였다. 한편, Poincaré 역시 교육적

측면을 구별하여, 예컨대 좋은 정의란 과학적 관점에서는 논리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지만

교육적 관점에서는 학생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수학과 수학교육에서의 차이

에 주목하였다 [16]. 이와 같은 생각은 다음 교수 사례에서 잘 예시된다.

교실에서 교사가 원이란 중심이라고 하는 내부의 한 점에서 평면상의 같은 거리에 있

는 점들의 자취라고 설명한다. 잘하는 학생은 이 문장을 공책에 받아적고, 못하는 학

생은 얼굴을 그린다. 둘 다 이해는 못하였다. 그때 교사가 분필을 들어 칠판에 원을

그린다.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아! 왜 선생님은 원이 고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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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가 이해했을 텐데.’ [16, p. 297]

이 정의 사례는 증명으로까지 이어져, 정의가 감각적 이미지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각

증명 단계에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Poincaré는 여러 가지 수학 개념에 대한 예를

제공하는데, 이를테면 분수 지도시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분수 정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학습자의 마음이 점차 논리적 정의를 원하는 방향으로 성숙하게 되므로 초보자에게 논리적

정의를 제공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수학교육의 주요 목적은 정신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그중 직관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하 이미지의 역할을 중시하며, 직선이나 원을

정의할 때 언어적 성질에 앞서 자와 컴퍼스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수학·과학교육에서 직관에 대해 연구한 Fischbein은 형식과 직관의 갈등에 주목하

였다 [9]. 예를 들어, 수학에서 증명 지도의 어려움 중 하나로 증명이 학생들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들었다. 많은 수학 명제가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 없어

보이고 따라서 이때 직관이 명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증명의 필요에 대해서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관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어떠한 적절한 직관적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 때는 인위적인 직관적 전략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논리적 구성물의 근본

적 역할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Jones [12] 역시 기하 교수·학습에서 양극단을 직관적인 것과 형식적 또는 공리적인 것

으로 특징짓고 양극단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을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직관에서 형식으로의 위계적 이동으로 보는 관점과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갈등으로 보는 관점이다. Piaget의 발달단계론이나 van Hieles의 기하학적 사고 수준 이

론은 전자를, Fischbein은 후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2]. 앞서 살펴본 Dewey는 전

자에 해당하고, Poincaré는 양 특성을 모두 보여준다. 어느 관점을 택하든지 교수·학습

상황에서 직관과 논리를 어느 정도로 취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교수학적 변인이 될 것

이다.

3 Euclid 원론과 Clairaut 원론의 비교

논리와 직관의 대조적 접근에 주목했던 [5]에서 Euclid 원론과 Pardies 원론을 비교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책의 구성 및 특징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 Euclid 원론과

Clairaut 원론을 비교 고찰할 것이다. Euclid 원론으로 [11]과 [13], Clairaut 원론으로

[7]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1)

1) Euclid의 명제 관련 그림과 Clairaut의 명제 관련 그림의 출처는 각각 [11]과 [7]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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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책의구성비교

Euclid원론 13권중일부명제를선택하여역사발생적원리에따라자신의방식으로재구

성한 Clairaut 원론은 총 4권이다. 제1권에서는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자연스

러운방법’,제2권에서는 ‘다각형을비교하는기하학적인방법에대하여’,제3권에서는 ‘원형

도형의 측정과 그 성질에 대하여’, 마지막 제4권에서는 ‘입체와 그 표면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를 다룬다. 두원론의내용구성을 Euclid원론을기준으로하여 Clairaut의권수를

표시하는방식으로대응시켜보면 Table 1과같다.2) Euclid원론중많은명제를생략했다고

한 Clairaut의말이그대로확인된다. 특히 Euclid원론에담긴정수론 (number theory)은

다루지않고비율은닮음을위해필요한것만다루기때문에 5, 7, 8, 9, 10권이포함되지않은

것은 Clairaut의 전후인 17세기 Pardies 원론 [5]이나 19세기 Byrne 원론 [1], Casey 원론

[2]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징이다.

- 4 -

자를 은 후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Fischbein 앞서 살펴본 는 전자에 해당하[12]. Dewey

고 는 양 특성을 모두 보여준다 어느 관점을 택하든지 교수 학습 상황에서 직관, Poincar . ·é
과 논리를 어느 정도로 취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교수학적 변인이 될 것이다.

원론과 원론의 비교3 Euclid Clairaut 

논리와 직관의 대조적 접근에 주목했던 에서 원론과 원론을 비교했던 방[5] Euclid Pardies 

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책의 구성 및 특징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 원론과 Euclid 

원론을 비교 고찰할 것이다 원론으로 과 원론으로 을 분Clairaut . Euclid [11] [13], Clairaut [7]

석 대상으로 한다3).

책의 구성 비교3.1 

원론 권 중 일부 명제를 선택하여 역사발생적 원리에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재Euclid 13

구성한 원론은 총 권이다 제 권에서는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자연Clairaut 4 . 1 ‘
스러운 방법 제 권에서는 다각형을 비교하는 기하학적인 방법에 대하여 제 권에서’, 2 ‘ ’, 3

는 원형 도형의 측정과 그 성질에 대하여 마지막 제 권에서는 입체와 그 표면을 측‘ ’, 4 ‘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를 다룬다 두 원론의 내용 구성을 원론을 기준으로 하여 ’ . Euclid 

의 권 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시켜보면 과 같다Clairaut Table 1 4) 원론 중 많은 . Euclid 

명제를 생략했다고 한 의 말이 그대로 확인된다 특히 원론에 담긴 정수론Clairaut . Euclid 

은 다루지 않고 비율은 닮음을 위해 필요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number theory) 5, 7, 8, 9, 

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 전후인 세기 원론10 Clairaut 17 Pardies 이나 세기 원[5] 19 Byrne 

론 원론[1], Casey 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2] .

Euclid Clairaut
주제 권 권

직선 각 삼각형, , 1 1
도형의 넓이 2 ·

원 3 3
정다각형과 원 4 ·

비율 5 ·
닮은 도형 6 1, 2, 3
약수 배수, 7 ·
수의 비율 8 ·

홀수 짝수 홑수 완전수, , , 9 ·
무리수 10 ·
공간기하 11 4

입체도형의 부피 12 4
정다면체 13 ·

Table 1. Comparison of contents of two Elements

3) 의 명제 관련 그림과 의 명제 관련 그림의 출처는 각각 과 임을 밝힌다 Euclid Clairaut [11 [7] .
4) 의 제 권에서 의 제 권 명제 를 다루지만 이와 같이 개의 명제만 선택된 경우는  Clairaut 3 Euclid 2 2.14 , 1
생략하고 주로 다루어진 권 수를 대응시킨 것이다 상세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2~5 .

Table 1. Comparison of contents of two Elements

3.2 책의내용비교

Euclid에대한다수의대안적교재는 Euclid원론을내용상명제를축약또는첨가하거나,

방법상 차별화된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5]. Clairaut가 Euclid 원론에서 선택한 것이

어떤명제인지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 Euclid원론의정의및명제를기준으로하여

Clairaut의항목을대응시켰다. 결과적으로양원론에서공통적으로다루어진정의나명제를

정리하면 Table 2∼Table 5와같다.

Clairaut는 Euclid원론의 1, 3, 6, 11, 12권의명제를주로선택했으며,수로보면기하개념

2) Clairaut의제3권에서 Euclid의제2권명제 2.14를다루지만,이와같이 1개의명제만선택된경우는생략하고
주로 다루어진 권 수를 대응시킨 것이다. 상세 내용은 Table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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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lid 내용 Clairaut
정의1.10 직각 수직, 1.3
정의1.11 둔각 1.56
정의1.12 예각 1.55
정의1.15 원 1.6
정의1.16 원의 중심 1.6
정의1.17 원의 지름 지름은 원을 이등분, 1.6
정의1.19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 1.13
정의1.20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 , 1.23, 1.31
정의1.21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 1.14
정의1.22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부등변사각형 , , , , 1.4, 1.18
정의1.23 평행선 1.11
1.1 주어진 선분의 정삼각형 작도 1.23
1.4 삼각형의 합동(SAS) 1.28

1.5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 외각의 크기가 . 
서로 같다. 1.31

1.8 삼각형의 합동(SSS) 1.26
1.9 각의 이등분선 작도 1.73
1.10 선분의 이등분선 작도 1.8
1.11 직선 위의 한 점에서 수선 작도 1.5
1.12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수선 작도 1.7

1.13 직선에 한 직선을 세우면 개의 직각 또는 더하여 직각이 되는 , 2 2
두 각을 만든다. 1.57 비교

1.15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다.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네 각의 합은 직각과 같다4 . 1.58 비교

1.22 주어진 세 선분으로 삼각형 그리기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나머. 
지 한 선분보다 길다. 1.26

1.23 직선 위의 한 점에서 주어진 각과 같은 크기의 각 작도 1.29
1.26 삼각형의 합동(AAS) 1.30

1.29 평행선을 지나는 한 직선은 서로 같은 엇각과 동위각을 만들고, 
합이 직각인 동측내각을 만든다2 . 1.63

1.31 한 점을 지나는 주어진 직선에 평행선 긋기 , 1.11

1.32 삼각형의 한 변이 만드는 외각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고 삼각, 
형의 세 내각의 합은 직각이다2 . 

1.64
1.68

1.35 같은 평행선에 놓인 동일 밑변의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같다. 1.19
1.37 같은 평행선에 놓인 동일 밑변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1.17
1.46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리기 1.9

1.47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대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은 직각을 만드는 
두 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의 합과 넓이가 같다. 2.18

Table 2. Comparison of Euclid’s Book I and Clairaut’sTable 2. Comparison of Euclid’s Book I and Claira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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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한 점을 지나는 주어진 직선에 평행선 긋기 , 1.11

1.32 삼각형의 한 변이 만드는 외각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고 삼각, 
형의 세 내각의 합은 직각이다2 . 

1.64
1.68

1.35 같은 평행선에 놓인 동일 밑변의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같다. 1.19
1.37 같은 평행선에 놓인 동일 밑변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1.17
1.46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리기 1.9

1.47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대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은 직각을 만드는 
두 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의 합과 넓이가 같다. 2.18

Table 2. Comparison of Euclid’s Book I and Clairaut’s

Euclid 내용 Clairaut 
2.14 주어진 다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작도 3.28
정의3.6 활꼴 3.9
정의3.10 부채꼴 3.10
3.1 주어진 원의 중심 작도 3.11 
3.17 한 점으로부터 주어진 원에 접선 긋기 3.35

3.18 원의 한 접선을 그을 때 접점에서 원의 중심에 그은 직선은 접선과 , 
수직이다. 3.19

3.20 한 원에서 동일 호에 대한 중심각은 원주각의 배이다2 . 3.15
3.21 한 원에서 동일 활꼴의 원주각들은 크기가 같다. 3.15
3.25 주어진 활꼴을 갖는 원 그리기 3.11

3.31 반원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반원보다 큰 작은 활꼴의 원주각은 직각. [ ] 
보다 작다 크다 반원보다 큰 작은 활꼴의 각은 직각보다 크다 작다[ ]. [ ] [ ]. 3.13

3.32 주어진 원의 접점에서 직선을 그어 원을 자르면 그 직선과 접선이 , 
만드는 각은 반대쪽 활꼴의 원주각과 같다. 3.18

3.33 선분과 각이 주어질 때 그 선분에 내부원주각의 크기가 주어진 각과 , 
같은 활꼴 만들기 3.21

3.35 한 원에서 두 직선이 서로 자르고 지날 때 한 선분의 부분들로 만든 , 
직사각형은 다른 선분의 부분들로 만든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다. 3.23

3.36 

원 밖의 한 점에서 두 직선을 그어 한 직선은 원을 자르고 다른 직, 
선은 원에 접하도록 한다 원을 자르는 선분 전체와 점으로부터 볼록. 
한 원주까지의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은 접선으로 만든 정사각형과 
넓이가 같다.

3.34

Table 3. Comparison of Euclid’s Book II & III and Clairaut’s

Euclid 내용 Clairaut 
4.5 주어진 삼각형에 원을 외접시키기 3.12
4.15 주어진 원에 정육각형을 내접시키기 1.71
정의6.1 닮은 다각형 1.34
6.1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에 비례한다. 2.1 비교

6.4 각이 서로 같은 두 삼각형에서 같은 각을 낀 변들은 비례하며 같, 
은 각의 대응변이다. 1.39

6.8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려서 생긴 두 삼각형은 
닮음이고 전체 삼각형과도 닮음이다. 3.27

6.10 여러 부분으로 분할한 선분과 한 선분이 주어질 때 한 선분을 분, 
할한 선분과 같은 비율로 분할하기 비교1.40 

6.11 주어진 두 선분에 비례하는 셋째 선분 그리기 1.41
6.13 주어진 두 선분의 비례중항 찾기 3.26

6.16 네 선분이 비례한다고 하자 양끝의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은 . 
가운데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다 역으로 양끝의 . 2.8

Table 3. Comparison of Euclid’s Book II & III and Claira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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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과 의 접근 비교3.3 Euclid Clairaut

정의3.3.1 

수학 개념 정의의 차이는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 이나 수직 의 정의는 Table 6 . ‘ ’ ‘ ’
방식의 직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밖에 정사각형의 정의에서 Clairaut . , Euclid

는 정사각형의 변과 각 직사각형은 각만을 언급하여 포함 관계가 함의되지만 명시적이지는 , 

않은 반면 는 직사각형을 먼저 정의한 다음 정사각형을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직, Clairaut ‘
사각형 이라고 하여 의 종차법을 이용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포함 관계를 명시적으’ Aristotle

로 보여준다. 

구 원뿔 원기둥에 대해서는 가 일관되게 회전체로 정의한 반면 는 각기 다, , Euclid , Clairaut

른 방식으로 정의한다 원에 대한 직관적 정의와 달리 구는 오히려 의 원의 정의를 . Euclid 3

차원으로 일반화하였고 원뿔은 각뿔의 극한으로 원기둥은 밑면과 옆면에 조건을 부과하여 , , 

다양하게 정의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 가 직원뿔 직원기둥에 국. Euclid , 

한된 반면 는 빗원뿔 빗원기둥까지 포함한다 각뿔에 대해 는 밑면에서 꼭짓Clairaut , . Euclid

점으로 는 꼭짓점에서 밑면으로 향하는 방향성의 대립이 있다, Clairaut . 

각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 기운 정도 또는 기운 것으로 설명하는데 가 직선각 외의 Euclid

곡선각 혼합각을 포함하는 반면 는 직선각으로 국한한다 무엇보다 각의 도입 시기, , Clairaut . 

가 는 비교적 늦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다른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Clairaut (1.27) 

난다 예를 들어 에서 정다각형을 정의할 때 각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이가 같고 . 1.20

Euclid 내용 Clairaut 
4.5 주어진 삼각형에 원을 외접시키기 3.12
4.15 주어진 원에 정육각형을 내접시키기 1.71
정의6.1 닮은 다각형 1.34
6.1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에 비례한다. 2.1 비교

6.4 각이 서로 같은 두 삼각형에서 같은 각을 낀 변들은 비례하며 같, 
은 각의 대응변이다. 1.39

6.8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려서 생긴 두 삼각형은 
닮음이고 전체 삼각형과도 닮음이다. 3.27

6.10 여러 부분으로 분할한 선분과 한 선분이 주어질 때 한 선분을 분, 
할한 선분과 같은 비율로 분할하기 비교1.40 

6.11 주어진 두 선분에 비례하는 셋째 선분 그리기 1.41
6.13 주어진 두 선분의 비례중항 찾기 3.26

6.16

네 선분이 비례한다고 하자 양끝의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은 . 
가운데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다 역으로 양끝의 .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이 가운데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
과 넓이가 같다면 네 선분은 비례한다. 

2.8

2.12

6.19 닮은 삼각형의 넓이비는 대응변의 제곱비이다. 1.44

6.20
닮은 다각형들은 닮은 삼각형들로 쪼갤 수 있다 그 삼각형들의 . 
개수는 같고 넓이비는 전체 다각형과 같다 따라서 다각형들의 넓, . 
이비는 대응변의 제곱비이다.

1.47

6.33 같은 크기의 원에서 각의 비는 그 각들이 마주보는 호의 비와 같
다 각이 원의 중심에 있든 원둘레에 있든 마찬가지다. , . 1.52

정의7.18 제곱수 2.23
정의10.1 통약가능 통약불가능, 2.24

Table 4. Comparison of Euclid’s Book IV, VI, VII, & X and Clairaut’sTable 4. Comparison of Euclid’s Book IV, VI, VII, & X and Claira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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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과 의 접근 비교3.3 Euclid Clairaut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이 가운데 두 선분으로 만든 직사각형
과 넓이가 같다면 네 선분은 비례한다. 2.12

6.19 닮은 삼각형의 넓이비는 대응변의 제곱비이다. 1.44

6.20
닮은 다각형들은 닮은 삼각형들로 쪼갤 수 있다 그 삼각형들의 . 
개수는 같고 넓이비는 전체 다각형과 같다 따라서 다각형들의 넓, . 
이비는 대응변의 제곱비이다.

1.47

6.33 같은 크기의 원에서 각의 비는 그 각들이 마주보는 호의 비와 같
다 각이 원의 중심에 있든 원둘레에 있든 마찬가지다. , . 1.52

정의7.18 제곱수 2.23
정의10.1 통약가능 통약불가능, 2.24

Table 4. Comparison of Euclid’s Book IV, VI, VII, & X and Clairaut’s

Euclid 내용 Clairaut
정의11.1 입체는 길이 폭 깊이가 있는 것이다, , . 권 도입4

정의11.3 직선이 평면과 만날 때 그 직선과 만나는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 
직각을 이루면 그 직선은 평면과 수직이다. 4.5

정의11.4 두 평면이 만날 때 한 평면에서 교선에 그은 수선이 다른 평면과 수
직이면 두 평면은 수직이다. 4.5

정의11.5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 밖에 있는 직선 위의 한 점에서 평
면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은 다음 그것이 평면과 만나는 점에서 , 
원래 직선과 평면의 교점에 직선을 그을 때 그 직선과 원래 직선이 , 
이루는 각이다. 

4.13

정의11.6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이 만나는 한 점에서 두 평면의 
교선에 수직이 되도록 직선을 각각의 평면에 그을 때 그 두 직선이 , 
이루는 각 중 작은 각이다.

4.12

정의11.8 평행한 평면은 서로 만나지 않는 평면이다. 4.2
정의11.9 닮은 입체도형은 같은 수의 닮은 평면도형으로 둘러싸인 입체이다. 4.32, 4.73 

정의11.12 각뿔은 한 평면에서 한 점을 향해 만들어진 평면도형으로 둘러싸인 
입체이다. 4.26

정의11.13 각기둥은 서로 마주보는 합동인 두 도형이 평행하고 나머지는 평행, 
사변형인 도형들로 둘러싸인 입체이다. 4.16, 4.22

정의11.14 구는 반원을 그 지름을 고정시켜 돌려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할 
때 반원에 둘러싸인 입체이다, . 4.60

정의11.21
원기둥은 직사각형의 한 변을 고정시켜 직사각형을 돌려서 처음 움
직이기 시작한 위치로 돌아가게 할 때 직사각형에 둘러싸인 입체이, 
다.

4.45

정의11.24 닮은 원뿔과 닮은 원기둥은 축과 밑면의 지름이 비례하는 것이다. 4.74, 4.76
정의11.25 정육면체는 크기가 같은 개의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이다6 . 4.1

11.4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의 교점에서 두 직선에 수직이 되도록 직선을 
세우면 이 직선은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이다, . 4.9

11.5 주어진 평면 밖에 있는 점에서 평면에 수선 긋기 4.8, 4.14
11.6 주어진 평면 위의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 긋기 4.8, 4.15

11.33 닮은 평행면 입체들의 부피비는 대응한 변들의 길이의 세제곱비와 
같다. 4.83 

12.2 원들의 넓이비는 원의 지름으로 만든 정사각형들의 넓이비와 같다. 3.6
12.5 높이가 같은 두 삼각뿔의 부피비는 밑면의 넓이비와 같다. 4.39
12.6 높이가 같은 두 다각뿔의 부피비는 밑면의 넓이비와 같다. 4.39
12.8 닮은 삼각뿔들의 부피비는 대응하는 변들의 세제곱비이다. 4.83
12.12 닮은 원뿔들과 원기둥들의 부피비는 밑면 지름들의 세제곱비이다. 4.83
12.18 구의 부피비는 지름의 세제곱비와 같다. 4.84

Table 5. Comparison of Euclid’s Book XI & XII and Clairaut’sTable 5. Comparison of Euclid’s Book XI & XII and Clairaut’s

3.3 Euclid의접근과 Clairaut의접근비교

정의

수학개념정의의차이는 Table 6과같이정리할수있다. ‘원’이나 ‘수직’의정의는Clairaut

방식의직관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이다. 그밖에,정사각형의정의에서 Euclid는정사각

형의변과각,직사각형은각만을언급하여포함관계가함의되지만명시적이지는않은반면,

Clairaut는직사각형을먼저정의한다음정사각형을 ‘네 변의길이가같은직사각형’이라고

하여 Aristotle의종차법을이용함으로써양자사이의포함관계를명시적으로보여준다.

구, 원뿔, 원기둥에 대해서는 Euclid가 일관되게 회전체로 정의한 반면, Clairaut는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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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으로 정의한다. 원에 대한 직관적 정의와 달리 구는 오히려 Euclid의 원의 정의를

3차원으로 일반화하였고, 원뿔은 각뿔의 극한으로, 원기둥은 밑면과 옆면에 조건을 부과하

여 다양하게 정의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 Euclid가 직원뿔, 직원기둥에

국한된 반면 Clairaut는 빗원뿔, 빗원기둥까지 포함한다. 각뿔에 대해 Euclid는 밑면에서

꼭짓점으로, Clairaut는꼭짓점에서밑면으로향하는방향성의대립이있다.

각에대해서는양자모두기운정도또는기운것으로설명하는데 Euclid가직선각외의곡

선각,혼합각을포함하는반면, Clairaut는직선각으로국한한다. 무엇보다각의도입시기가

Clairaut는비교적늦기때문에(1.27)그로인해다른정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난다.

예를들어 1.20에서정다각형을정의할때각을언급할수없기때문에길이가같고서로같게

기울어진변들로둘러싸인도형이라고하였다.

또한, 각, 직각, 수직 세 개념의 지도 순서에 따른 영향도 몇몇 용어의 정의에 나타난다.

Euclid는 ‘각→직각→수직’의순서로, Clairaut는 ‘수직→각→직각’의순서로도입한다.

각 (정의 1.8)과 직각 (정의 1.10)을 먼저 정의한 Euclid에 비해 Clairaut는 수직보다 나중에

정의하기 때문에 수직은 직각을 이용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는 직관적인

방식으로정의하고오히려직각을정의하면서변의수직을언급한것을볼수있다. 직각삼각

형의정의에서직각을이용한 Euclid와달리두변이수직인삼각형이라는 Clairaut의정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Clairaut는 평면에 수직인 직선 (4.5) 역시 어떤 변으로

도 기울지 않는다는 직관적 정의를 택하였고 이어 4.6에서 Euclid의 정의를 성질로 다룬다.

평행선과 평행면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성질과 평행선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설명한다는차이가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의는 닮음이다. Clairaut는 닮음을 길이의 비례 관계를 ‘큰 쪽 변이 P

를 포함하는 만큼 작은 쪽이 p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동일 단위의 측도의 비가

아니라서로다른단위척도의측도가같을때단위척도의비로정의한다. 이는전자만으로는

논리적비약이발생하는무리수비까지일반화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증명

논리연역체계를추구한 Euclid와달리 Clairaut는엄밀한증명보다어떻게,왜그러한아

이디어를떠올릴수있었는지발견의맥락을강조하면서직관에크게의존하였다. 예를들어,

1.18에서이후논리적증명을제시하기전에 ‘보기에도같아보이는이두삼각형 [7,상권 p.

42]’이라고 함으로써 시각적 판단에 근거하여 명제의 참을 주장한다. 또는 1.19에서 평행선

사이의 공통 밑변을 갖는 평행사변형의 상등을 보이기 위해 가감시킨 삼각형 부분이 같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는 한 삼각형을 ‘밑변에 대해 미끄러지면’ 다른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7, 상권 p. 43]’고 하여 조작과 관찰에 의존하여 정당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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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만큼 작은 쪽이 를 포함하는 것 으로 정의함으로써 동일 단위의 측도의 비p ’
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단위 척도의 측도가 같을 때 단위 척도의 비로 정의한다 이는 전자만. 

으로는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는 무리수 비까지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증명3.3.2 

논리 연역 체계를 추구한 와 달리 는 엄밀한 증명보다 어떻게 왜 그러한 아Euclid Clairaut , 

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 발견의 맥락을 강조하면서 직관에 크게 의존하였다 예를 들. 

어 에서 이후 논리적 증명을 제시하기 전에 보기에도 같아 보이는 이 두 삼각형, 1.18 ‘ [7, 

상 p. 이라고 함으로써 시각적 판단에 근거하여 명제의 참을 주장한다 또는 에서 42]’ . 1.19

평행선 사이의 공통 밑변을 갖는 평행사변형의 상등을 보이기 위해 가감시킨 삼각형 부분이 

같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는 한 삼각형을 밑변에 대해 미끄러지면 다른 삼각, ‘ ’ 

용어 Euclid Clairaut

직각 정의 직선에 다른 한 직선을 세울 때 1.10: 
이웃한 각들의 크기가 같으면 직각이라 
한다 이때 세운 직선은 원래 직선과 수. 
직이다.

직각은 원주의 1.54 !"

#
인 도 그 변은 90 , 

수직

두( 직선의) 
수직

어떤 직선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1.3 
않게 내린 직선은 그 직선에 수직이다

원
정의 선으로 둘러싼 도형이 있어 한 1.15: , 
점에서 선분을 그어 그 도형에 놓이는 부
분이 모두 같은 도형

컴퍼스의 움직이는 다리가 다른 다리1.6 
의 둘레로 도는 동안 그리는 전체 자취

직각삼각형 정의 직각삼각형은 직각을 가진 삼각1.21: 
형이다. 두 변이 서로 수직인 삼각형1.14 

정사각형 정의 변이 모두 같고 각이 모두 직각1.22:
인 사각형

직사각형 먼저 정의 후 네 변의 길1.4 ( ) 
이가 같은 직사각형

평행선

정의 평행선은 같은 평면에 있는 직1.23: 
선들로 양쪽으로 아무리 길게 늘여도 양, 
쪽 어디서도 만나지 않는 직선들을 말한
다.

서로 거리가 일정한 직선1.11 

닮음
정의 닮은 다각형은 두 다각형이 각의 6.1: 
크기가 서로 같고 변의 길이가 비례하는 
것이다.

각이 같고 큰 쪽의 변이 부분 를 1.34 , P
포함하는 만큼 작은 쪽의 변이 부분 를 p
포함

평면에 
수직인 직선

정의 직선과 만나는 평면 위의 모든 11.3: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평면 위의 어떤 변으로도 기울지 않4.5 
은 직선

입체도형의 
닮음

정의 입체도형의 닮음은 같은 개수의 11.9: 
닮은 평면도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모든 모서리가 만드는 각이 각각 같4.32 
고 작은 각쁄의 모든 모서리는 큰 각뿔, 
의 모서리와 같은 비를 갖는다.

두 입체 중 하나의 모서리가 만드는 4,73 
모든 각이 다른 하나의 모서리가 만드는 
각과 같고 하나의 모서리가 다른 것의 , 
대응 모서리에 비례한다 

각뿔
정의 각뿔은 한 평면으로부터 한 11.12: 
점을 향해 만들어진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모두 같은 꼭짓점에서 출발하고 임4.26 
의의 다각형 밑면에서 끝나는 몇 개의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구
정의 구는 반원을 그 지름을 고정11.14: 
시켜 돌려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할 
때 반원에 둘러싸인 입체, 

표면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4.60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입체

원뿔

정의 원뿔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11.18: 
을 끼고 있는 한 변을 고정시켜 삼각형을 
돌려서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위치로 돌
아가게 할 때 삼각형에 둘러싸인 입체, 

밑면이 원인 일종의 각뿔 직원뿔과 4.51 . 
빗원뿔

원기둥

정의 원기둥은 직사각형의 한 변을 11.21: 
고정시켜 직사각형을 돌려서 처음 움직이
기 시작한 위치로 돌아가게 할 때 직사, 
각형에 둘러싸인 입체

평행으로 마주하고 있는 합동인 원4.45 
의 두 밑면과 그 원주 둘레로 구부러진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직원기둥과 빗, 
원기둥

Table 6. Comparison of definitionsTable 6. Comparison of definitions

경우도있다. 맞꼭지각의상등에대해 Euclid가별도의명제 (1.15)로다루어두직선이만날

때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공통각을 빼는 방식으로 증명한 것 ([5] 참고)에 비해, Clairaut는

3.23에서삼각형의닮음을보이는과정에서 ‘(맞꼭지각은)같은직선들로이루어지기때문에

같을 수 밖에 없다 [7, 하권 p. 48]’고 하여 자명한 성질로 간주한다. Table 2에 나타나듯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 다루지만 Clairaut의 관심은 삼각형을 결정하는 것, 즉 그리는

조작이며, ‘그 원리는그자체로간단하여증명할필요가없다 [7,상권 p. 54]’고 명시한것을

볼수있다.

이밖에동일명제에대해증명의차이가발견되는몇가지사례를통해정당화수준의다양

성을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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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변삼각형의성질

Euclid는 1.5에서이등변삼각형의두밑각의외각의크기가같다는것을증명한다음,따라

서두밑각의크기도같다는것을삼각형의합동을이용하여증명한다([5]참고). 한편Clairaut

의설명은이등변삼각형의두밑각의외각을이용한다는점에서동일하지만다음과같이매우

직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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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동일 명제에 대해 증명의 차이가 발견되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정당화 수준의 

다양성을 검토해본다.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는 에서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외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한 다음 따Euclid 1.5 , 

라서 두 밑각의 크기도 같다는 것을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증명한다([5]참고 한편 ). 

의 설명은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외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다음과 Clairaut

같이 매우 직관적이다.

삼각형 의 두 변 를 밑변 의 연장선Clairaut 1.31: ABC AB, AC BC

인 와 위에 누인 다음 그 양끝점을 점 에서 다시 만나게 BD CE , A

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다고 가정할 때 두 변이 같다는 사실로 인, 

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나아갈 수 없고 따라서 두 변은 연, 

결되면서 밑변 에 대해 같게 기울게 된다 따라서 각 는 각 BC . ABC

와 같다ACB .

닮은 도형의 넓이비는 대응변의 제곱비•

이 성질을 다루기 위해 는 에서 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연역적 Euclid 6.19 6.1, 6.11, 6.15

증명을 추구한다 반면 닮은 도형의 닮음비에 대해 다른 접근을 취한 는 대응변이 . , Clairaut

동일 척도를 포함하는 횟수의 차이가 아니라 척도 자체에 차이가 있고 대응변이 척도를 포

함하는 횟수는 동일하다는 원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닮은 도형의 넓이비를 다루는 . 1.47

은 다음과 같은 닮은 삼각형의 성질 으로부터 직결된다1.43 . 

닮은 삼각형 의 넓이에 관한 한 전Clairaut 1.43: ABC, abc , 

자의 넓이는 후자의 넓이가 척도 위에 만들어진 정사각형 p 

를 포함하는 만큼 척도 위에 만들어진 정사각형 를 포x , P X

함한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앞 절에 의해 와 가 부분 . cf ab

를 갖는 만큼 와 는 부분 를 갖기 때문에 의 넓p CF AB P , ABC

이 인 와 의 곱의 반은 의 넓이인 와 의 (1.14) CF AB abc cf ab

곱의 반과 같은 수를 주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와 . , CF

가 부분 로 세어지므로 그 곱은 정사각형 로 세어지고 부분 로 세어지는 와 의 곱은 AB P X , p cf ab

정사각형 로 세어진다는 것이다x .

닮은 도형은 척도에 의해서만 차이 난다는 원리가 차원 직선의 척도와 차원 평면의 척1 2

도로만 구별됨으로써 다시금 확인된다 은 에 대한 유추로써 도형 가 포함하. 1.47 1.43 ABCDE

는 정사각형 의 수가 도형 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의 수와 같은 것으로 일반화된다X abcde x . 

같은 맥락에서 는 에서 원의 넓이비가 지름의 제곱비임을 다루는데 을 적Clairaut 3.6 , 1.47

용하되 원에는 변이 없으므로 지름을 변으로 간주하여 자명한 것으로 다룬다 반면. , Euclid

는 에서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한다 지름의 제곱비가 두 원의 넓이비가 아니라면 한 12.2 . , 

원의 넓이는 다른 원보다 더 작거나 더 큰 넓이와의 비가 지름의 제곱비가 된다 어느 경우. 

든 내접 또는 외접 다각형의 존재로 인한 불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증명하는데 증명의 길이, 

와 복잡함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11] . 

•닮은도형의넓이비는대응변의제곱비

이 성질을 다루기 위해 Euclid는 6.19에서 6.1, 6.11, 6.15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연역적

증명을추구한다. 반면,닮은도형의닮음비에대해다른접근을취한 Clairaut는대응변이동

일척도를포함하는횟수의차이가아니라척도자체에차이가있고대응변이척도를포함하는

횟수는동일하다는원리를전제로한다. 따라서닮은도형의넓이비를다루는 1.47은다음과

같은닮은삼각형의성질 1.43으로부터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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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만큼 와 는 부분 를 갖기 때문에 의 넓p CF AB P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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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의 반과 같은 수를 주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와 . , CF

가 부분 로 세어지므로 그 곱은 정사각형 로 세어지고 부분 로 세어지는 와 의 곱은 AB P X , p cf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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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도형은 척도에 의해서만 차이 난다는 원리가 차원 직선의 척도와 차원 평면의 척1 2

도로만 구별됨으로써 다시금 확인된다 은 에 대한 유추로써 도형 가 포함하. 1.47 1.43 ABCDE

는 정사각형 의 수가 도형 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의 수와 같은 것으로 일반화된다X abcde x . 

같은 맥락에서 는 에서 원의 넓이비가 지름의 제곱비임을 다루는데 을 적Clairaut 3.6 , 1.47

용하되 원에는 변이 없으므로 지름을 변으로 간주하여 자명한 것으로 다룬다 반면. , Euclid

는 에서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한다 지름의 제곱비가 두 원의 넓이비가 아니라면 한 12.2 . , 

원의 넓이는 다른 원보다 더 작거나 더 큰 넓이와의 비가 지름의 제곱비가 된다 어느 경우. 

든 내접 또는 외접 다각형의 존재로 인한 불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증명하는데 증명의 길이, 

와 복잡함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11] . 

닮은도형은척도에의해서만차이난다는원리가 1차원직선의척도와 2차원평면의척도

로만구별됨으로써다시금확인된다. 1.47은 1.43에대한유추로써도형ABCDE가포함하는

정사각형 X의수가도형 abcde에포함되는정사각형 x의수와같은것으로일반화된다.

같은맥락에서 Clairaut는 3.6에서원의넓이비가지름의제곱비임을다루는데, 1.47을적

용하되원에는변이없으므로지름을변으로간주하여자명한것으로다룬다. 반면, Euclid는

12.2에서귀류법을이용하여증명한다. 지름의제곱비가두원의넓이비가아니라면,한원의

넓이는다른원보다더작거나더큰넓이와의비가지름의제곱비가된다. 어느경우든내접

또는외접다각형의존재로인한불가능성을보임으로써증명하는데,증명의길이와복잡함을

[11]에서확인할수있다.



12 Revisiting Logic and Intuition in Teaching Geometry

•접선과지름의수직

Euclid는 3.18에서 역시 귀류법을 이용하여 원의 접선과 지름이 수직임을 증명한다. 즉

수직이아니라면,수직인직선을그어그때생기는삼각형에서각의크기와변의길이에모순

이있음을보이는것이다. 반면 Clairaut는 3.19에서비형식적인시각적정당화로접근한다.

발견과 정당화의 맥락은 정반대의 특성을 띠는데, Clairaut는 증명보다 발견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더중시했던경우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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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과 지름의 수직•

는 에서 역시 귀류법을 이용하여 원의 접선과 지름이 수직임을 증명한다 즉 수Euclid 3.18 . 

직이 아니라면 수직인 직선을 그어 그때 생기는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에 모순, 

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는 에서 비형식적인 시각적 정당화로 접근한다. Clairaut 3.19 . 

발견과 정당화의 맥락은 정반대의 특성을 띠는데 는 증명보다 발견의 맥락에 대한 , Clairaut

이해를 더 중시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점 에 그은 접선 는 와 수직이다 왜냐하면 원의 곡률은 Clairaut 3.19: B HBS IDB . , 

일정해서 임의의 지름 는 원을 이 지름에 대해 같게 위치하는 반원 와 IDB IAB

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두 반원의 공통 접선의 두 부분 와 역시 지름IOB , BS BH 

에 대해 같게 위치해야 하고 이는 가 에 수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 IDB HBS

때문이다.

활꼴각과 원주각의 상등•

활꼴각은 접선이 접점을 지나는 현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는 에서 반원의 원주. Euclid 3.32

각 삼각형의 내각의 합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대각의 합을 이용하고 는 에서 , , , Clairaut 3.18

직관에 근거한 무한 기하적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한다.

접선 지름 일 때 임을 보여야 Euclid 3.32: EF, BA , FBD= BAD, EBD= DCB∠ ∠ ∠ ∠

한다 는 반원의 원주각이므로 직각 따라서 그런. ADB (3.3). BAD+ ABD= R. ∠ ∠ ∠ ∠

데 이므로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두 대각의 ABD+ DBF= R , DBF= BAD. ∠ ∠ ∠ ∠ ∠

합은 이므로 그런데 이고 2 R (3.22), A+ C=2 R. EBD+ DBF=2 R A=∠ ∠ ∠ ∠ ∠ ∠ ∠ ∠ ∠

이므로 DBF C= EBD.∠ ∠

같은 활꼴에서 원주각 가 모두 같다는 것을 살Clairaut 3.18: AEB, AFB, AHB

펴보고 나서 각 는 꼭짓점이 밑변 의 끝점인 와 겹칠 때 어떻게 되는AQB AB B

가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때 이 각은 사라지는가 그러나 그것이  ? 

점점 조여들지 않고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느 점을 넘어. 

서면 이 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측도를 . ,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갖고 ? 

있지만 전개해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무한 기하학에 의존하지 않으면 해

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점 가 등이 되면서 에 접근할 때 선분 는 점점 짧아지고 그것이 선분 와 E F, H, Q B , EB AB

만드는 각 는 점점 벌어진다는 것을 EBA 관찰하자 그러나 선분 가 아무리 짧아지더라도 각 . QB

는 각을 유지한다 그것을 지각하려면 짧아진 선분 를 쪽으로 연장하기만 하면 된다 선QBA . , QB R . 

분 가 줄어든 나머지 결국 으로 축소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까 그때 그 위치는 어떻게 QB 0 ? 

되는가 그 연장선은 어떻게 되는가? ?

그것은 원과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만나지 않고 단 한 점 에서만 만나는 B 직선 에 불과함이 분BS

명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접선이라 불린다, .

더욱이 선분 가 마침내 사라지기까지 계속하여 줄어드는 동안 선분 는 차차 EB , AE AF, AH, AQ 

•활꼴각과원주각의상등

활꼴각은접선이접점을지나는현과이루는각을말한다. Euclid는 3.32에서반원의원주

각, 삼각형의 내각의 합,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대각의 합을 이용하고, Clairaut는 3.18에서

직관에근거한무한기하적방법을이용하여서로다른방법으로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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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과 지름의 수직•

는 에서 역시 귀류법을 이용하여 원의 접선과 지름이 수직임을 증명한다 즉 수Euclid 3.18 . 

직이 아니라면 수직인 직선을 그어 그때 생기는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에 모순, 

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는 에서 비형식적인 시각적 정당화로 접근한다. Clairaut 3.19 . 

발견과 정당화의 맥락은 정반대의 특성을 띠는데 는 증명보다 발견의 맥락에 대한 , Clairaut

이해를 더 중시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점 에 그은 접선 는 와 수직이다 왜냐하면 원의 곡률은 Clairaut 3.19: B HBS IDB . , 

일정해서 임의의 지름 는 원을 이 지름에 대해 같게 위치하는 반원 와 IDB IAB

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두 반원의 공통 접선의 두 부분 와 역시 지름IOB , BS BH 

에 대해 같게 위치해야 하고 이는 가 에 수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 IDB HBS

때문이다.

활꼴각과 원주각의 상등•

활꼴각은 접선이 접점을 지나는 현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는 에서 반원의 원주. Euclid 3.32

각 삼각형의 내각의 합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대각의 합을 이용하고 는 에서 , , , Clairaut 3.18

직관에 근거한 무한 기하적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한다.

접선 지름 일 때 임을 보여야 Euclid 3.32: EF, BA , FBD= BAD, EBD= DCB∠ ∠ ∠ ∠

한다 는 반원의 원주각이므로 직각 따라서 그런. ADB (3.3). BAD+ ABD= R. ∠ ∠ ∠ ∠

데 이므로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두 대각의 ABD+ DBF= R , DBF= BAD. ∠ ∠ ∠ ∠ ∠

합은 이므로 그런데 이고 2 R (3.22), A+ C=2 R. EBD+ DBF=2 R A=∠ ∠ ∠ ∠ ∠ ∠ ∠ ∠ ∠

이므로 DBF C= EBD.∠ ∠

같은 활꼴에서 원주각 가 모두 같다는 것을 살Clairaut 3.18: AEB, AFB, AHB

펴보고 나서 각 는 꼭짓점이 밑변 의 끝점인 와 겹칠 때 어떻게 되는AQB AB B

가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때 이 각은 사라지는가 그러나 그것이  ? 

점점 조여들지 않고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느 점을 넘어. 

서면 이 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측도를 . ,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갖고 ? 

있지만 전개해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무한 기하학에 의존하지 않으면 해

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점 가 등이 되면서 에 접근할 때 선분 는 점점 짧아지고 그것이 선분 와 E F, H, Q B , EB AB

만드는 각 는 점점 벌어진다는 것을 EBA 관찰하자 그러나 선분 가 아무리 짧아지더라도 각 . QB

는 각을 유지한다 그것을 지각하려면 짧아진 선분 를 쪽으로 연장하기만 하면 된다 선QBA . , QB R . 

분 가 줄어든 나머지 결국 으로 축소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까 그때 그 위치는 어떻게 QB 0 ? 

되는가 그 연장선은 어떻게 되는가? ?

그것은 원과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만나지 않고 단 한 점 에서만 만나는 B 직선 에 불과함이 분BS

명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접선이라 불린다, .

더욱이 선분 가 마침내 사라지기까지 계속하여 줄어드는 동안 선분 는 차차 EB , AE AF, AH,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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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제는 극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에 의존하며 선분 와 각 의 변화는 관, EB EBA

찰의 대상으로 다루지만 선분 가 점점 축소되어 결국 직선 에 불과하다는 것은 직관, QB BS

에 의존한다 이 증명이 원론에서 독특한 증명임을 이어지는 다음 언급에서 파악할 . Clairaut 

수 있다.

이 증명이 초보자에게는 아마도 약간 추상적이겠지만 일찌감치 이와 같은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은 , 

무한 기하학까지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7, 하 p. 42].5) 

만나는 두 현의 부분들의 곱의 상등•

이 성질을 는 에서 두 현의 교점이 원의 중심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Euclid 3.35 3.3, 

을 이용하여 증명한다2.5, 1.47 ([5]참고 반면 는 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 Clairaut 3.23

증명한다 앞선 다른 명제로부터 유도되는 과정에서 연역적 특성을 보여주며 가 발. , Clairaut

견 순서라고 말한 순서대로 의 닮은 삼각형의 조건 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 의 1.39 , 1.38 , 1.39

닮은 삼각형의 대응변의 비 의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2.8 .

5) 이 매우 유용한 사고이지만 초보자들이 이 증명을 자신들의 능력 이상의 것이라 여길 때 이3.18 ‘ ’
용 가능한 증명으로 접선과 지름의 수직을 이용한 을 제공한 것은 기하 초보자를 위한 3.20 Clairaut
의 집필 의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같은 활꼴에서 원주각 가 모두 같다는 것을 살Clairaut 3.18: AEB, AFB, AHB

펴보고 나서 각 는 꼭짓점이 밑변 의 끝점인 와 겹칠 때 어떻게 되는AQB AB B

가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때 이 각은 사라지는가 그러나 그것이  ? 

점점 조여들지 않고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느 점을 넘어. 

서면 이 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측도를 . ,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갖고 ? 

있지만 전개해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무한 기하학에 의존하지 않으면 해

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점 가 등이 되면서 에 접근할 때 선분 는 점점 짧아지고 그것이 선분 와 E F, H, Q B , EB AB

만드는 각 는 점점 벌어진다는 것을 EBA 관찰하자 그러나 선분 가 아무리 짧아지더라도 각 . QB

는 각을 유지한다 그것을 지각하려면 짧아진 선분 를 쪽으로 연장하기만 하면 된다 선QBA . , QB R . 

분 가 줄어든 나머지 결국 으로 축소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까 그때 그 위치는 어떻게 QB 0 ? 

되는가 그 연장선은 어떻게 되는가? ?

그것은 원과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만나지 않고 단 한 점 에서만 만나는 B 직선 에 불과함이 분BS

명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접선이라 불린다, .

더욱이 선분 가 마침내 사라지기까지 계속하여 줄어드는 동안 선분 는 차차 EB , AE AF, AH, AQ 

등이 되면서 에 접근하여 결국 와 AB AB 겹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주각 는 . AEB AFB, AHB, 

가 된 다음 마지막으로 현 와 접선 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 가 된다 활꼴각이라 불AQB , AB BS ABS . 

리는 이 각은 호 의 반을 측도로 한다는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틀림없다A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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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제는 극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에 의존하며, 선분 EB와 각 EBA의 변화는 관

찰의대상으로다루지만,선분 QB가점점축소되어결국직선 BS에불과하다는것은직관에

의존한다. 이증명이 Clairaut원론에서독특한증명임을이어지는다음언급에서파악할수

있다.

이증명이초보자에게는아마도약간추상적이겠지만,일찌감치이와같은사고에익숙해

지는것은무한기하학까지학습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매우유용할것이기때문에나는

이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7, 하권 p. 42].3)

•만나는두현의부분들의곱의상등

이성질을 Euclid는 3.35에서두현의교점이원의중심인경우와아닌경우로나누어 3.3,

2.5, 1.47을이용하여증명한다([5]참고). 반면 Clairaut는 3.23에서삼각형의닮음을이용하

여증명한다. 앞선다른명제로부터유도되는과정에서연역적특성을보여주며, Clairaut가

발견순서라고말한순서대로 1.39의닮은삼각형의조건, 1.38의삼각형의내각의합, 1.39의

닮은삼각형의대응변의비, 2.8의비례식의성질을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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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제는 극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에 의존하며 선분 와 각 의 변화는 관, EB EBA

찰의 대상으로 다루지만 선분 가 점점 축소되어 결국 직선 에 불과하다는 것은 직관, QB BS

에 의존한다 이 증명이 원론에서 독특한 증명임을 이어지는 다음 언급에서 파악할 . Clairaut 

수 있다.

이 증명이 초보자에게는 아마도 약간 추상적이겠지만 일찌감치 이와 같은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은 , 

무한 기하학까지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7, 하 p. 42].5) 

만나는 두 현의 부분들의 곱의 상등•

이 성질을 는 에서 두 현의 교점이 원의 중심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Euclid 3.35 3.3, 

을 이용하여 증명한다2.5, 1.47 ([5]참고 반면 는 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 Clairaut 3.23

증명한다 앞선 다른 명제로부터 유도되는 과정에서 연역적 특성을 보여주며 가 발. , Clairaut

견 순서라고 말한 순서대로 의 닮은 삼각형의 조건 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 의 1.39 , 1.38 , 1.39

닮은 삼각형의 대응변의 비 의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2.8 .

임의의 동일 호에 대한 원주각의 상등으로Clairaut 3.23: 

부터 두 각 는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삼각형 EDC, EBC , 

는 대응각이 같다 즉 닮음이다 왜냐하면DAE, BAC . , (1.39). , 

중략 이용 이어서 삼각형 에서 닮은 삼[ , 1.38 ]. ADE, ABC

각형의 일반적인 성질을 더욱 쉽게 알아보기 위해 를 , DE

에 평행이 되도록 를 위에 를 위에 놓으BC AD AB , AE AC 

면서 삼각형 를 삼각형 위에 댈 것이며 다음을 상기한다DAE BAC , :

두 삼각형 가 닮음이라면 네 변 는 비례식을 이룬다1. ADE, ABC AC, AE, AB, AD (1.39).

모든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로부터 우리는 매우 주목할만한 원의 성2. (2.8). 

질인 와 의 직사각형 즉 곱은 와 의 직사각형과 같음을 결론 내린다 다음과 같이 진AC AD , AE AB . 

술할 수 있다 한 원에서 서로 만나는 두 현을 임의로 그으면 하나의 두 부분의 곱은 다른 것의 : , 

두 부분의 곱과 같다.

작도3.3.3 

작도 방법 역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작도한다 각 방법은 에서 두 삼각형의 합동 에서 지름의 원주각이 . Euclid 3.17 , Clairaut 3.35

직각임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

5) 이 매우 유용한 사고이지만 초보자들이 이 증명을 자신들의 능력 이상의 것이라 여길 때 이3.18 ‘ ’
용 가능한 증명으로 접선과 지름의 수직을 이용한 을 제공한 것은 기하 초보자를 위한 3.20 Clairaut
의 집필 의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등이 되면서 에 접근하여 결국 와 AB AB 겹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주각 는 . AEB AFB, AHB, 

가 된 다음 마지막으로 현 와 접선 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 가 된다 활꼴각이라 불AQB , AB BS ABS . 

리는 이 각은 호 의 반을 측도로 한다는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틀림없다AGB .

작도

작도 방법 역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한다. 각방법은 Euclid 3.17에서두삼각형의합동, Clairaut 3.35에서지름의원주각이

직각임에근거하여정당화된다.

한편호또는원의중심찾기와관련하여, Clairaut는 3.11에서호의중심찾기를다루는데,

임의의호에서세점을잡아이웃하는두점으로부터각현의수직이등분선의교점으로서원의

3) 3.18이 매우 유용한 사고이지만 ‘초보자들이 이 증명을 자신들의 능력 이상의 것이라 여길 때’이용 가능한 증
명으로 접선과 지름의 수직을 이용한 3.20을 제공한 것은 기하 초보자를 위한 Clairaut의 집필 의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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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lid 3.17: 원 밖의 한 점 라 하자 원의 중심 직선 와 원이 만BCD A . E, AE

나는 점을 라 하자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에 수선 를 D . AE AE DF

그어 그린 원과 만나는 점을 라 하자F .

직선 를 긋고 원 와 만나는 점을 라 하면 가 구하는 접선이다FE BCD B , AB . 

왜냐하면 는 공통, DEF BEA (DE=BE, EF=EA, E )△ ≡△ ∠

따라서 는 직각ABE .∠

점 로부터 접선을 긋기 위해 반지름 가 접선 에 Clairaut 3.35: A FG FA

수직이라는 사실 을 다시 떠올린다 그러면 주어진 원 위에서 각 (3.19) . 

가 직각이 되는 점 를 찾는 일만 남는다 따라서 위에 반원을 AFG F . AG 

그려 그것이 원 와 만나는 점이 구하는 점 이다, FKO F (3.13).

한편 호 또는 원의 중심 찾기와 관련하여 는 에서 호의 중심 찾기를 다루는, Clairaut 3.11

데 임의의 호에서 세 점을 잡아 이웃하는 두 점으로부터 각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서 원의 중심을 찾는다 이와 관련한 의 명제로 원의 중심 찾기와 주어진 활. Euclid 3.1 3.25 

꼴을 갖는 원 그리기가 있다 의 방법은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의 두 명제. Clairaut Euclid

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또한 각각의 명제가 제시하는 작도법 자체도 . , Clairaut

의 것이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원이 호의 특수한 경우므로 의 방법으로 원. Clairaut 3.11

의 중심을 찾을 수 있지만 에서 임의의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 원과 만나는 , Euclid 3.1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의 이등분점을 찾는 방법은 원에만 국한되므로 임의의 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활꼴과 호가 일대일 대응하므로 의 는 . Euclid 3.25 Clairaut 3.11

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작도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의 방법이 임의의 호에 적용 가. Clairaut

능한 반면 는 활꼴이 반원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 Euclid

작도법을 이용한다.

 

원론에서 발견되는 전개 특성3.4 Clairaut 

에서 고찰한 몇몇 요소에서 가 취한 직관적 접근은 의 논리적 접근과 대3.3 Clairaut Euclid

조적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가 대안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도록 구현한 몇 가지 특. Clairaut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원론의 전개 특성으로 요약. [4] Clairaut 

된 기하학의 발생은 필요 실생활 문제 상황의 해결 방법 직관적 요소와 논리적 요소의 ‘ , , 

조화 원리의 파악 활동적 원리의 구현 중 일부를 포함하지만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 , ’ , 

히 와의 비교 측면에 관심을 둘 것이다Euclid .

수학의 실용적 가치3.4.1 

원론의 직관성이 학생들에게 형식적 추상적 수준의 명제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Clairaut , 

경감시키면서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또 다른 특징으로 필요에 근거한 , 

출발을 들 수 있다 수학적 명제가 어떠한 맥락도 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무미건조함을 해결. 

하기 위해 그 명제가 필요한 이유를 보임으로써 왜 그 명제가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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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원리의 파악 활동적 원리의 구현 중 일부를 포함하지만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 , ’ , 

히 와의 비교 측면에 관심을 둘 것이다Euclid .

수학의 실용적 가치3.4.1 

원론의 직관성이 학생들에게 형식적 추상적 수준의 명제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Clairaut , 

경감시키면서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또 다른 특징으로 필요에 근거한 , 

출발을 들 수 있다 수학적 명제가 어떠한 맥락도 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무미건조함을 해결. 

하기 위해 그 명제가 필요한 이유를 보임으로써 왜 그 명제가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심을찾는다. 이와관련한 Euclid의명제로 3.1원의중심찾기와 3.25주어진활꼴을갖는

원 그리기가 있다. Clairaut의 방법은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Euclid의 두 명제를 포괄한

다는의미에서일반적이다. 또한,각각의명제가제시하는작도법자체도 Clairaut의것이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원이 호의 특수한 경우므로 Clairaut 3.11의 방법으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지만, Euclid 3.1에서 임의의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양

끝점으로하는선분의이등분점을찾는방법은원에만국한되므로임의의호에적용되지않기

때문이다. 한편 활꼴과 호가 일대일 대응하므로 Euclid의 3.25는 Clairaut 3.11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작도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Clairaut의 방법이 임의의 호에 적용 가능한 반면,

Euclid는 활꼴이 반원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작도법을

이용한다.

3.4 Clairaut원론에서발견되는전개특성

3.3에서 고찰한 몇몇 요소에서 Clairaut가 취한 직관적 접근은 Euclid의 논리적 접근과

대조적임을 확인하였다. 그외에 Clairaut가대안이라는이름에 부합하도록구현한몇 가지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4]에서 Clairaut 원론의 전개 특성으로

요약된 ‘기하학의발생은필요, 실생활문제상황의해결방법, 직관적요소와논리적요소의

조화,원리의파악,활동적원리의구현’중 일부를포함하지만,연구목적에부합하도록특히

Euclid와의비교측면에관심을둘것이다.

수학의실용적가치

Clairaut 원론의 직관성이 학생들에게 형식적, 추상적 수준의 명제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이해를돕기위함이라고한다면,이를위한또다른특징으로필요에근거한출

발을들수있다. 수학적명제가어떠한맥락도없이갑자기주어지는무미건조함을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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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그명제가필요한이유를보임으로써왜그명제가필요하고어떻게적용되는지와관련한

맥락을통해수학적전개의자연스러운배경을제공하고자한것이다.

Clairaut 원론에서 ‘필요’는 실생활 맥락의 수학 외적 필요와 수학 내적 필요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우선현실맥락에서수학적개념의실제적인용도와관련된다. 도형의형태

나성질때문에수선긋기(1.3),직사각형(1.4),평행선(1.11),직각으로이루어진도형의측도

(1.12),다각형의측도(1.13),정다각형의작도(1.20),합동인도형(1.25),장애물이있는토지

측량(1.32),닮음인도형과그작도(1.33, 1.49, 1.50),삼수법(2.13),한지점에서거리를아는

세지점찾기 (3.22),입체도형 (4부도입),원기둥옆면의측도 (4.47),구면의측도 (4.60)등이

현실에서사용될필요가있음을말한경우이다. 예를들면다음과같다.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그 반듯함으로 인해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그 넓이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방에 카펫이 얼마나 필요한지, 직사각형 모양의 집

안마당이 몇 평인지 측정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7, 상권 p. 32].

이와 달리 현실 맥락이 아닌 이어지는 수학 전개를 위한 수학 내적 필요 또는 수학적 도입

맥락을제공한경우도있다. 예컨대기하학적작도의기본인각의이등분선이 Euclid원론의

1.9에서일찌감치다루어진것에비해Clairaut원론의경우 1.73에서원에내접하는정육각형

으로부터정십이각형을얻기위해호를이등분해야할필요에서도입된다. 또한, 1.27에서각을

정의하기전에삼각형의 SAS합동을다루면서두변만이같은것으로는합동인삼각형을그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각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다. 한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도형의 변형에서

다른두정사각형의합과같은정사각형을만드는맥락에서(2.17∼2.19),삼각형의세내각의

합은 닮은 삼각형을 그릴 때 도구가 측도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측도를 확인할

수단이필요하다는맥락에서등장한다(1.62).

중요한 것은 Clairaut가 자신의 대안을 Euclid에 대한 다른 대안과 구별했듯이, 새로운

개념이나명제의필요성을명제의도입전에제시하는것은무미건조한명제학습후그적용

가능성을보이는것과차별화된다는점이다. 그러나Clairaut역시명제의사후적용도이용하

였다. 예를들어, 3.20에서활꼴각이중심각의반임을증명한다음,그것을이용하여 3.21에서

주어진각을원주각으로하는활꼴을그리는방법을다루고,이어 3.22에서한지점으로부터

위치를 알고 있는 다른 세 지점까지의 거리를 찾기 위해 각을 측정하여 닮음 축도를 그릴 때

3.21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사후 적용의 근거는 발생 순서를 따르기 위함이었음을 다음과

같은 Clairaut자신의말에서확인할수있다.

활꼴의 성질을 발견한 것은 정말 기하학자들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

나 다른 많은 것이 항상 그러하듯이 이 발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유용해졌다. 방금 증명한 원의 성질은 일상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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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다. 이제 지리학에서 자주 필요한 다음 문제의 해법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적용

사례를 보일 것이다 [7, 하권 p. 45].

측정의위상

Euclid와달리 Clairaut는기하의출발을측정에둘정도로도형의측도를다수다루었다.

이책에서발명가의것일듯한경로를좇기위해우선토지측량및접근가능한거리또는

불가능한거리의측정과같이간단한측정이의존하는원리를초보자로하여금발견하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7, 상권 p. 17].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 데 이어서 일종의 자연 기하가 제공하는 방편은 알고 있는 척도의

길이를알고자하는길이와비교하는것이다(1.1).’라는측정의기본원리로부터시작하여두

점사이의거리(1.2),직사각형의넓이(1.12),삼각형의넓이(1.14),평행사변형의넓이(1.18),

정다각형의넓이(1.23),원의넓이와원주율(3.1),입체의공통척도(4.1),각기둥,각뿔,원기둥,

원뿔,구의부피(4.21, 4.42, 4.50, 4.57, 4.70)등을다룬다. Euclid가다룬측도는 ‘입체도형의

부피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등 주로 관계에 국한된 것에 비해, Clairaut는 정확한

측도를제공하면서구의부피와외접하는원기둥의부피관계등을다룬것을볼수있다.

한편 작도를 위해 자와 컴퍼스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측정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작도 도구의 제약은 Euclid 원론의 공준에서 비롯된 것으로간주될 만큼 [3] 유클리드

기하의특징이기도하다. 그러나 Clairaut는기하학적관점외에측정맥락을중요하게다루

므로 두 개의 자로 이루어진 각 옮기는 도구 (1.28, 1.44), 각도를 재기 위한 반원 (1.59), 각을

그리기위한각도기(1.60)등을작도를위해사용하였고,그외에접은직사각형(4.7)은공간의

위치관계를직관적으로이해시키기위한매우유용한도구이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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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 상 p. 17].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 데 이어서 일종의 자연 기하가 제공하는 방편은 알고 있는 척도‘
의 길이를 알고자 하는 길이와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측정의 기본 원리로부터 시작하(1.1).’
여 두 점 사이의 거리 직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1.2), (1.12), (1.14), 

정다각형의 넓이 원의 넓이와 원주율 입체의 공통 척도 각기둥 각뿔(1.18), (1.23), (3.1), (4.1), , , 

원기둥 원뿔 구의 부피 등을 다룬다 가 다룬 측도는 입, , (4.21, 4.42, 4.50, 4.57, 4.70) . Euclid ‘
체도형의 부피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등 주로 관계에 국한된 것에 비해’ , Clairaut

는 정확한 측도를 제공하면서 구의 부피와 외접하는 원기둥의 부피 관계 등을 다룬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작도를 위해 자와 컴퍼스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측정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작도 도구의 제약은 원론의 공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될 만큼. Euclid 유클리드 [3] 

기하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는 기하학적 관점 외에 측정 맥락을 중요하게 다루. Clairaut

므로 두 개의 자로 이루어진 각 옮기는 도구 각도를 재기 위한 반원 각을 (1.28, 1.44), (1.59), 

그리기 위한 각도기 등을 작도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 외에 접은 직사각형 은 공간(1.60) , (4.7)

의 위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Figure 1).

Figure 1. Geometrical instruments [7, 상 p. 하73, 79, 80 & p. 67] 

일반적인 원리의 취급3.4.3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가 도형의 닮음을 척도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고 , Clairaut (1.48)

한 것은 매우 일반적인 원리이다 와 는 닮음에 대한 관념에 차이가 있다. Euclid Clairaut [17]. 

절에서 보았듯이 는 닮은 다각형은 두 다각형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변의 길3.3 , Euclid ‘
이가 비례하는 것 인 반면 는 각이 같고 큰 쪽의 변이 부분 를 포함하는 만큼 ’ , Clairaut ‘ , P

작은 쪽의 변이 부분 를 포함한다 고 하여 모양을 유지하는 각의 상등은 동일하지만 변p ’ , 

의 비례를 동일 척도의 일정한 측도비로 간주한 와 척도만 다를 뿐 동일 측도를 가지Euclid

므로 척도의 비로 간주한 의 차이이다 척도에 의해서만 구별된다는 의 원리Clairaut . Clairaut

는 변의 길이를 통약불가능한 수로까지 확장하고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의 닮음에서(2.27), 

도 척도 자체가 차원의 것일 뿐 동일한 원리에 따라 결국 척도인 정사각형들과 정육면2, 3

체들의 비가 각각 넓이비 부피비 에 대응한다 무리수 변 평면 입체까지 확장 가(1.47), (4.83) . , , 

능한 일반 원리인 것이다.

Figure 1. Geometrical instruments [7, 상권 p. 73, 79, 80] & [7, 하권 p. 67]

일반적인원리의취급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Clairaut가 도형의 닮음을 척도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1.48)

고 한 것은 매우 일반적인 원리이다. Euclid와 Clairaut는 닮음에 대한 관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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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3절에서보았듯이, Euclid는 ‘닮은다각형은두다각형이각의크기가서로같고변의

길이가 비례하는 것’인 반면, Clairaut는 ‘각이 같고, 큰 쪽의 변이 부분 P를 포함하는 만큼

작은 쪽의 변이 부분 p를 포함한다’고 하여, 모양을 유지하는 각의 상등은 동일하지만 변의

비례를동일척도의일정한측도비로간주한 Euclid와척도만다를뿐동일측도를가지므로

척도의 비로 간주한 Clairaut의 차이이다. 척도에 의해서만 구별된다는 Clairaut의 원리는

변의 길이를 통약불가능한 수로까지 확장하고 (2.27),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의 닮음에서도

척도자체가 2, 3차원의것일뿐동일한원리에따라결국척도인정사각형들과정육면체들의

비가 각각 넓이비 (1.47), 부피비 (4.83)에 대응한다. 무리수 변, 평면, 입체까지 확장 가능한

일반원리인것이다.

무한기하학적접근

Fischbein이가무한의관념은가장순수한방식으로직관그자체의외삽력을나타낸다 [9]

고했듯이,실무한과달리가무한은우리의직관을발휘하여파악하기에충분하다. Clairaut

역시무한의경우를제시하여명제를정당화한다. 마치초등학교수학에서무한개념을배우

지않았지만원의넓이를다루면서잘게쪼개어재배열함으로써 ‘한없이잘라서이어붙이면’

직사각형이된다고가정하는것과같다 [14]. 예를들어이미설명한 3.18에서원주각과활꼴

각의상등에대한증명이나 3.34에서접선과할선의성질, 4.46에서원기둥은각기둥의극한,

4.51에서원뿔은일종의각뿔, 4.61에서다면체로부터구, 4.70에서구의부피를각뿔의부피

합으로간주하는것등이해당한다.

구체적으로 3.34에서 Figure 2의AF 2 = AD×AE임을보이기위해 3.33의AB×AC =

AD×AE를이용한다. 두점에서원을자르는직선의선분인 AB와 AC가무한히근접할때

각각이접선 AF와같게된다고생각한것이다.

한편 2.27에서정사각형과그대각선을한변으로하는정사각형의닮음을다루면서공통척

도를찾기위해각각의변을 100부분, 1000부분... 등무한히나누어간다는것을상상하도록

한사례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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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기하학적 접근3.4.4 

이 가무한의 관념은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직관 그 자체의 외삽력을 나타낸다Fischbein

고 했듯이 실무한과 달리 가무한은 우리의 직관을 발휘하여 파악하기에 충분하다[9] , . 

역시 무한의 경우를 제시하여 명제를 정당화한다 마치 초등학교 수학에서 무한 개Clairaut . 

념을 배우지 않았지만 원의 넓이를 다루면서 잘게 쪼개어 재배열함으로써 한없이 잘라서 ‘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이미 설명한 에’ [14]. 3.18

서 원주각과 활꼴각의 상등에 대한 증명이나 에서 접선과 할선의 성질 에서 원기둥3.34 , 4.46

은 각기둥의 극한 에서 원뿔은 일종의 각뿔 에서 다면체로부터 구 에서 구의 , 4.51 , 4.61 , 4.70

부피를 각뿔의 부피 합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에서 의 3.34 Figure 2 ×임을 보이기 위해 의 3.33 ××
를 이용한다 두 점에서 원을 자르는 직선의 선분인 와 가 무한히 근접할 때 각각이 . AB AC

접선 와 같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AF . 

한편 에서 정사각형과 그 대각선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닮음을 다루면서 공통2.27

척도를 찾기 위해 각각의 변을 부분 부분 등 무한히 나누어간다는 것을 상상하도100 , 1000 ... 

록 한 사례도 있다. 

Figure 2. [7, 하 p. 57]
    

Figure 3. [7, 상 p. 83]

개연적 추론과 유비추론에 기초한 사고 실험3.4.5 

개연적 추론은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 논리적 추론과 대조적이Euclid

다 원론에서 개연적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라 할 것이다 이는 삼각형의 세 . Clairaut 1.62 . 

내각의 합이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하다 는 것을 추론해보는 것과 관련된다‘ ’ . Figure 

의 삼각형 에서 각 와 의 크기로부터 각 의 크기를 결정하려는 목적에서 가 점 3 ABC A B C BC

둘레로 돌면서 로부터 멀어지고 에 접근하는 동안 점차로 각 는 열리고 각 는 닫B AB BE B C

힌다는 것은 분명한 관찰 결과이다 이때 각 의 감소분이 각 의 증가분과 같기만 하다면 . C B

세 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증감분이 같을 것이라는 추측 이것이 바로 개연. , 

적 추론이다.

한편 에서는 유추적 사고와 함께 개연적 추론을 사용한다 직각뿔과 빗각뿔을 포함한 4.29 . 

모든 종류의 각뿔의 측도를 발견하는 맥락에서이다 밑면과 높이가 같은 각기둥의 부피가 . ‘
같다는 것에 주목할 때 평행사변형 역시 이와 같은 조건일 때 넓이가 같고 또한 삼각형도 , 

마찬가지임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7, 하 p. 에는 유추가 관련된다 평행사변형과 82]’ . 

각기둥의 유추를 통해 전자의 성질이 후자에 대해서도 유지될 것이며 평행사변형과 삼각형, 

의 관계로부터 각기둥과 각뿔의 관계를 유추하도록 한 것은 유추가 이중 적용된 것으로 볼 

Figure 2. [7, 하권 p. 57] Figure 3. [7, 상권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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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적추론과유비추론에기초한사고실험

개연적 추론은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Euclid의 논리적 추론과 대조적

이다. Clairaut 원론에서 개연적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1.62라 할 것이다. 이는 삼각형의

세내각의합이몇도인지는모르지만 ‘일정하다’는 것을추론해보는것과관련된다. Figure

3의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B의 크기로부터 각 C의 크기를 결정하려는 목적에서 BC가

점 B 둘레로 돌면서 AB로부터 멀어지고 BE에 접근하는 동안 점차로 각 B는 열리고 각 C는

닫힌다는것은분명한관찰결과이다. 이때각 C의감소분이각 B의증가분과같기만하다면

세 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증감분이 같을 것이라는 추측, 이것이 바로 개연적

추론이다. 한편 4.29에서는유추적사고와함께개연적추론을사용한다. 직각뿔과빗각뿔을

포함한모든종류의각뿔의측도를발견하는맥락에서이다. ‘밑면과높이가같은각기둥의부

피가같다는것에주목할때,평행사변형역시이와같은조건일때넓이가같고또한삼각형도

마찬가지임을떠올리는것은자연스럽다 [7,하권 p. 82]’에는유추가관련된다. 평행사변형과

각기둥의유추를통해전자의성질이후자에대해서도유지될것이며,평행사변형과삼각형의

관계로부터 각기둥과 각뿔의 관계를 유추하도록 한 것은 유추가 이중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이어지는 ‘이세가지진리가동시에머리에떠오른다면,그유사성은평행사변형과

삼각형에 공통인 성질이 각기둥과 각뿔에도 역시 그럴 수 있다고 믿게끔 할 것이다’라고 한

Clairaut 자신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이어서 ‘따라서 밑면과 높이가 같은 각뿔은 부피가

같지않을까짐작할수있다’와 같이그럴듯한결론을유도하는개연적추론에의존한다.

4 기하교육에서직관과논리의양면성에대한교수학적논의

Poincaré가 그 역할을 발견과 정당화의 맥락에 대응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직관과 논

리는 수학자의 공동체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15], 수학교육에서도 시의적절하게 상

호보완적으로적용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논리와직관을대표하는기하교재로각각

Euclid원론과 Clairaut원론을고찰,비교하였다. Clairaut가 Euclid원론의내용을선택적

으로다루어재구성하였을뿐만아니라공통내용일지라도직관과실용성을강조하고활동적

원리와개연적,유추적사고방식에따라학습자의심리적측면을고려한독특한접근방식을

취한사실은기하초보자인학습자를위해 Euclid원론의무미건조한명제진술과증명에대한

대안을마련하고자했던집필의도에비추어자연스럽다. 직관쪽으로힘을실어준 Clairaut

가택한방법은역사발생적원리였고,따라서명제가왜출현했는지맥락을제공하고학습자

가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은 논리적 증명을 생략해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수학에서

직관은주로발견의맥락에서적용되지만,기하교육에서 Clairaut는발견의맥락뿐만아니라

정당화의맥락에서도직관에의존한경우가다수있다. 이것이바로수학과수학교육에서의

차이일 것이다. 수학교육적 관점에서는 Euclid의 논리적 엄밀성으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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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뿐만아니라,심리적접근의중요성을강조한Dewey의관점이나학생들의이해란것이논

리적설명으로충족되지않음을강조한 Poincaré의관점에근거할때학교수학,특히시각적

표현이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하 학습에 있어 직관에 기초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이견이없을것으로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증명의 약화와 부합한다.

도형의성질을이해하고설명하는수준의활동을제안하며특히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이

활동을관찰이나실험을통해확인하기,사례나근거를제시하며설명하기,유사성에근거하여

추론하기,연역적으로논증하기등과같이다양한 ‘정당화’ 방법을학생수준에맞게활용하도

록한것이다. 그러나직관에기초한기하교육이반드시인지적요구도가낮은쉬운내용만을

다루는 것은 아님을 Clairaut 원론의 일반 원리 지도나 무한 기하학적 접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하 내용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상의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Clairaut에 따르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명제의갑작스런출현이아니라왜그러한아이디어가필요했는지맥락을제공하고,

명제의정당화과정을학습자의수준에서축약하거나변형할수있다. 전자를위해수학사속

발생과정을따랐고,후자를위해직관에의존한것으로요약된다. 이와같은 Clairaut의독특

한접근을오늘날학교수학에적용한몇몇선행연구가있다. [18]은 Clairaut의닮음원리를

이용하여변의확대및축소가아닌모눈배경, 즉단위척도의확대및축소로대치함으로써

구조적동일성을추구하였고, [6]은Clairaut접근의역동성에초점을맞추어당시에는기술적

제약으로 어려웠지만 오늘날 공학 도구의 교육적 활용의 측면에서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Clairaut의의도를효과적으로구현하는것이훨씬용이함을주장하였다.

논리-직관의 연속선 상에서 오늘날의 수학교육이 어디쯤 위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

자들사이에의견의차이가있으므로,이에대한합의점을도출하는것은수학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수학교육계에서 관점의 경향은 직관 쪽으로 이동함을 보

여주며, 따라서 Clairaut의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를 함의한다.

증명의 논리적 엄밀성보다 명제와 증명의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고 다양한 수준의

정당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육과정의 변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양자 사이의 어느 지점을 택할 것인가는 학습 내용, 학습자의 수준, 활용 가능한 도구, 교수

전략등을총체적으로숙고하여결정되어야할문제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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