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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Uses of Center of Gravity—Awareness
Comparison as the Center of a Figure

무게중심의 다양한 활용—시각적 인식을 통해 도형의 중심으로 활용

Park Yeong yong 박영용 Seol Jin hwan* 설진환

The center of gravity of a triangle is the center of a physical shape. This is the con-
tent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The Use of Similarity’. Unlike the cases
of circumcenter and incenter, which are easily recognized visually, it is not easy
for teachers to guide students with the visual meaning of center of gravity. Ac-
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students, regardless of academic achievement, grade,
and major, perceived the center of gravity of various plane figure as the center of
their shape within a limited area through visual judgment. With reference to the
results and contents of this process, it is hoped that the point of the three medi-
ans is meaningful not only in argumentative definition that the intersection of the
triple line is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triangle, but also in the center of a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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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수학의 기하와 증명 영역과 과학을 통합할

수 있는 주제로서 흥미로운 주제이며 [2], 다각형 무게중심에 대한 수학적 탐구는 일반화와
특수화,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실세계의 수학적 모델링 등과 관련된 많은 수학적 논의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4]. 현재 교육과정에서 중
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으로 정의하
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각 꼭짓점으로부터 각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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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는 내분점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평행선과 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한 정당화 및 문제해결 과정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게중심에 대한 본질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무게중심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물리적인 성질이면
서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제이며, 실험과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통합적인 내용이다 [2].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다루는 무게중심은 삼각형에만 한정되어 있어 다각형, 다각형
이외의 평면도형 또는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모양의 물체에 대한 무게중심으로

확장을 생각하는 확산적 사고의 조장을 어렵게 한다 [2]. 무게중심에 대한 확산적 사고를
위하여 원과 같이 대칭적인 물체의 무게중심의 위치로부터 삼각형과 같이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 아닌 도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나 또는 무게중심의 활용적 측면에서 무게중

심을 이용한 시각적 보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홍갑주 현재 교육과정에서 ( , 2005). 

중학교 학년에서 다루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으로 정의하고 있2

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각 꼭짓점으로부터 각각 로 나누는 내. 2:1

분점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평행선과 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한 정당화 및 문제해결 . 

과정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게중심에 대한 본질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무게중. 

심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물리적인 성질이면서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제이며, 

실험과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

는 통합적인 내용이다 금정연 김동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다루는 무( , , 2013). 

게중심은 삼각형에만 한정되어 있어 다각형 다각형 이외의 평면도형 또는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 

여러 가지 모양의 물체에 대한 무게중심으로 확장을 생각하는 확산적 사고의 조장을 어렵게 한다

금정연 김동화 무게중심에 대한 확산적 사고를 위하여 원과 같이 대칭적인 물체의 무게중( , , 2013). 

심의 위치로부터 삼각형과 같이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 아닌 도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나 또

는 무게중심의 활용적 측면에서 무게중심을 이용한 시각적 보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무게중심을 활용한 시각적 보정[ -1] Ⅰ

 

그림 과 같이 무게중심을 활용한 디자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인가를 살펴보면[ -1] , Ⅰ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디자인에서는 대부분 을 사용한다 과 에서 원의 중심 . ㉡ ㉠ ㉡
등을 포함한 보조선을 각각 추가한 그림 ㉠ ′과 ㉡ ′에서 보면 ㉠ ′ 에서는 삼각형의 좌우 폭의 중( )㉠
점이 원의 중심과 일치하게 놓여있고 ㉡ ′ 에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의 중심과 일치하게 ( )㉡
놓여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삼각형의 좌우 폭의 중점이 아닌 원 내부에서 무게분포의 평균점을 . 

도형의 중심으로 인식하여 원의 중심과 무게중심이 일치된 디자인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 이러한 직관적 시각적 인 인식을 이용하여 물리적 설명 없이도 무게중심이 바로 도형의 중심. ( )

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와 내용이 수업 현장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와 실험적 소재를 제공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

이 연구의 목적이다. 학업성취도 배경 전공 등의 다양한 요인과는 관계없이 , , 다각형들과 여러 평면

Figure 1. Visual correction using the center of gravity; 무게중심을 활용한 시각적 보정

Figure 1과 같이 무게중심을 활용한 디자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인가를 살펴
보면,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디자인에서는 대부분 ㉡을 사용한다. ㉠과 ㉡에
서 원의 중심 등을 포함한 보조선을 각각 추가한 그림 ㉠’과 ㉡’에서 보면 ㉠’(㉠)에서는
삼각형의 좌우 폭의 중점이 원의 중심과 일치하게 놓여있고 ㉡’(㉡)에서는 삼각형의 무

게중심이 원의 중심과 일치하게 놓여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삼각형의 좌우 폭의 중점이
아닌 원 내부에서 무게분포의 평균점을 도형의 중심으로 인식하여 원의 중심과 무게중심이

일치된 디자인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시각적)인 인식을 이용하여
물리적 설명 없이도 무게중심이 바로 도형의 중심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와 내용이 수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와 실험
적 소재를 제공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학업성
취도, 배경, 전공 등의 다양한 요인과는 관계없이 다각형들과 여러 평면도형의 무게중심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Figure 1과 같이 원 내부에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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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꼴, 사다리꼴 모양의 다양한 도형에 대하여 원의 중심과 도형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도형의 중심이 원의 중심보다 좌우 또는 상하에 있는 경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중심과 도

형의 중심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적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어떤 경우에 착시와 간섭
등의 영향으로 직관적인 판단에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 과정과 내용이

학교 수업에서 중선의 교점이라는 논증적인 정의가 아닌 도형의 중심으로서의 무게중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소재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만, 중학생에 대한
조사의 경우 개개인의 학력 차이에 대한 세세한 조사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개인정보(성적 등) 파악의 어려움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학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도시와

농촌의 학생으로 크게 구분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무게중심에 대한 중학생과 대학생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도농간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한 도형의 중심이 그 도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경향이 학업성취도나 배경 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
2) 계열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한 도형의 중심이 그 도형의 무게중

심과 일치하는 경향이 전공(계열)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중등교육과정에서 도형의 무게중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기하영역인 도형의 닮음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별로 지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각 교과서별로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하여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직관적으로 다룬 후, 삼각형에서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살펴보면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활용하여 자로 삼각형의 평형을 이루는 선을 찾고 평형을

이루는 선들 중 하나가 중선임을 알게 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탐구 활동

에서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연필 끝으로 그 점을 받쳐 보면 삼각형이 평형을 이루
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무게중심을 찾고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이 삼각형의 무게중

심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활동은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활용하여 종이접기를 통해 무게중심을 찾는 활동으로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서로 다른 두

꼭짓점이 포개어지도록 접어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찾고, 그 점과 마주 보는 꼭짓점을



140 Various Uses of Center of Gravity

연결하여 세 선분은 한 점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활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작도하고, 각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
점을 연결하는 세 선분을 그려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게 한다.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움직여 봄으로써 삼각형의 모양에 상관없이 각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세 선분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체적인
조작물을 사용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선 및 무게중심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무게중심이라는 용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무게중심 활동 내용은 주로 삼각형의 중심을 활동을 통해 찾고 물리적인 평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9종 교과서 탐구활동을 살펴본 결과 두 중선의
교점을 찾은 후 나머지 한 중선이 그 교점을 다시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왜 그곳을 다시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된 교과서는 찾기 어

려웠다.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관련된 지도상의 유의 사항 중 ‘원과 같이 대칭적인 물체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삼각형과 같은 대칭이 되지 않는 도형의 무게중심 위치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지도서가 있었으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예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2.2 도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선행연구

도형의 무게중심은 일반화와 특수화, 반례의 적절한 사용,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실세계
의 수학적 모델링, 공리적 방법론 등과 관련지어 많은 논의와 추론을 비롯한 수학적 탐구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4]. 또한, 도형의 무게중심은 교수�학습 측면에서 수학과
실생활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탐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3].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형의 무게중심은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영재 학생 지도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6, 8, 7, 1]. 삼각형의 무게중심
을 중선의 교점으로만 정의하고 물리적인 성질과 원리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무게중심을 가르치는 것이며, 물리적인 개념을 수학적
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탐구활
동 및 사고실험이 필요한 수학의 구조만을 집착한 교수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8]. 삼
각형의 무게중심을 다루는 방식이 무게중심의 의미보다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정의에만

사고를 고착하게 만들어 무게중심의 개념을 삼각형에서 다각형으로 확장할 때 여러 가지

오개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5].
여러 선행연구는 삼각형 무게중심을 지도하는 데 있어 몇몇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달원 [8]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도할 때에는 우선 무게중심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생활 주변에서 무게중심과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며, 실제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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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무게중심의 본질을 실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지도한 결과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중선

위에 있음을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영화와 고호경 [3]은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를 ‘세 중선의 교점’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무게중심의 물리적 본질에 충실하게

정의하고 더 확장된 일반적인 다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형을 이루는 선분의 교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과 관련한 교수ㆍ학습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
이라는 정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특히 삼각형에서는 중선이 넓이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게중심이
일반적으로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분의 교점이라거나 각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의 교점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9]. 무게중심이 물체의 평형을 이루는 점이라는 발생적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실험과 탐구활동을 통한 무게중심의 도입과 세 중선의 교점이

라는 정의보다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무게중심을 소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8].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자

시각적으로 인식한 도형의 중심이 그 도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경향에 대한 학업성

취도나 배경으로 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소규모 도시인 M시에 있는 O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50명과 Y군에 있는 S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50
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공(계열)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M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문사회계열(미술과 23명, 일문과 16명, 중문과 17명, 지적학
과 40명), 이공계열(수학교육 31명, 토목공학 24명, 건축공학 19명) 대학생 17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2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도형의 중심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도농간 중학생들의 직관적인 인식과

전공별 대학생들의 직관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의 내부에 있는 도형의 중심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목적이 ‘연구 대상자들이 얼마나 정
확히 무게중심을 찾아내는가? ’가 아니라 ‘학업성취도, 배경, 전공(계열) 등의 다양한 요인
이 시각적으로 판단한 도형의 중심과 무게중심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에 있으므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면도형들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연구대상자가 무게중심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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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찾는가를 위한 검사 문항이 아닌 집단 간 도형의 중심에 대한 시각적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이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나 배경에 대한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력 수준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지역의 중학교 학생 집단과 농촌

지역의 중학교 학생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절차

(1) 문항지의 내용
도형의 중심에 대한 도농간 중학생, 계열간 대학생의 직관적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Figure 1의 시각적 보정을 통한 디자인의 경우와 같이 ‘보다
더 안정적인가? ’ 형태의 질문은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서 문항의 질문을 원의 중심과 원

내부에 있는 도형의 중심이 일치하는 항을 선택하라는 문제로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문항마다 원의 중심과 도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도형의 무게중심이 원의 중심보다
약간씩 좌측이나 우측에 위치해 있는 경우, 도형의 무게중심이 원의 중심보다 약간씩 위나
아래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다소 불규칙하게 제시하였다. 원의 내부에 있는 도형은 부채꼴
모양, 삼각형 모양, 사다리꼴 모양, 집 모양, 초승달 모양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모
양으로 구성하였고, B4용지에 2개의 문항씩을 인쇄한 후 사용하였다.

(2) 자료 수집
조사는 2021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각 학교의 수학 수업 시간에 실시하

였다. 조사 전 두 학교의 3학년 수학 교사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수학 교사
가 수업 시간에 직접 조사하였다. 대학생에 대한 조사는 대면수업 기간인 2020년 11월 2
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각 학과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다. 조사 전에 각 학과의 전공
담당 교수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수업 시간에 조사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에게 설문조사 방법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하였고, 총 17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정량적인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에

게 무게중심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답안을 바탕으로 자료에 대해 Excel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도형의 중심과 관련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중학생간
의 인식의 차이, 계열별 대학생간의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학생의 수
(또는 이공계열 대학생의 수)를 n1, 무게중심과 일치한 도시지역 중학생의 수(또는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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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번호 (1)            (2)             (3) 번호 (1)            (2)             (3) 

1 6

2 7

3 8

4 9

5

표 원의 중심과 원 내부에 있는 도형의 중심 찾기 문항< -1> Ⅲ

(2) 자료 수집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동안 각 학교의 수학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다 조사 2021 3 22 26 5 . 

전 두 학교의 학년 수학 교사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수학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직3

접 조사하였다 대학생에 대한 조사는 대면수업 기간인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동안 각 . 2020 11 2 6 5

학과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다 조사 전에 각 학과의 전공 담당 교수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 

고 허락을 받은 후 수업 시간에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 방법 및 목적을 설명한 . 

후 설문조사를 하였고 총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170 . 

Table 1. Questions on finding the center of a circle and the center of a figure inside a
circle; 원의 중심과 원 내부에 있는 도형의 중심 찾기 문항

계열 대학생의 수)를 X , 농촌지역 중학생의 수(또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수)를 n2,
무게중심과 일치한 농촌지역 중학생의 수(또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수)를 Y 로 하고,
귀무가설은 H0 : p1 = p2, 대립 가설은 H1 : p1 > p2(또는 H1 : p1 < p2)로 검정을 실시
하였다. 도시지역 중학생(또는 이공계열 대학생)의 정답률을 p̂1 = X

n1
, 농촌지역 중학생

(또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 대학생)의 정답률을 p̂2 = Y
n2

, 공통의 모비율을 p̂ = X+Y
n1+n2

,
두 모집단 표본 비율의 차에 대한 분포의 분산 추정값을 p̂(1 − p̂)( 1

n1
+ 1

n2
)으로 하여 아

래의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Z =
(p̂1 − p̂2)− (p1 − p2)√
p̂(1− p̂)

√
1/n1 + 1/n2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도농간 중학생의 인식의 차이

도형의 중심에 대한 지역별 중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도농간 중학생들의

무게중심과의 일치율을 분석하였다. 문항별 중학생들의 무게중심과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각각의 문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도시지역 학생들과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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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모두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치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4번과 5번 문
항으로 조사되었으며, 7번, 8번, 9번 문항은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중학생들은 8번과 9번 문항의 일치율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중학생들은 7번과 8번 문항이 다른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일치율이
낮게 나타났다.

9

중소도시 중학생 농촌지역 중학생 전체
빈도수 일치율(%) 빈도수 일치율(%) 빈도수 일치율(%)

1 27 54 29 58 56 56

2 28 56 25 50 53 53

3 33 66 28 56 61 61
4 38 76 33 66 71 71

5 37 74 34 68 71 71

6 24 48 23 46 47 47

7 14 28 10 20 24 24
8 11 22 11 22 22 22

9 9 18 18 36 27 27

계 221 49.1 211 46.9 432 48

표 문항별 중학생들의                 < -1> Ⅳ 일치율

일치율이 낮은 번 번 번 문항의 경우 학생들은 그림 를 많이 선택하였다7 , 8 , 9 (2) ( 표 < -1>Ⅲ ). 7

번과 번의 경우 그림 는 도형의 중심이 원의 중심의 오른쪽에 있고 번의 경우 그림 는 도8 (2) 9 (2)

형의 중심이 원의 중심보다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참고< -1> Ⅲ 번과 번의 경우 많은 학). 7 8

생들이 원의 중심을 원래의 원의 중심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원의 중심이 도형의 

중심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일치율이 낮은 문항만으로 볼 때 도형의 중심이 상하. 

보다는 좌우가 일치율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농간 중학생들의 일치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중소도시에 있는 중학교 학생(O

중학교 학생 의 일치율을 ) -)" 농촌지역 중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의 일치율을 , (S ) -)$로 하고 귀무가

설은 &' ( )" *)$로 대립 가설은 , &" ( )" +)$(또는 &" ( )" ,)$)로 두고 6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 . 

정결과 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검정 통계량 9 6값이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인 95% 6'7'8

보다 작으므로 또는 =1.645 ( 6'7'8 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1.645 ) 9*'7'8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즉 유의수준 (< -2>). , Ⅳ 9*'7'8에서 번 문항은 농촌지역 중학생들의 일치율이 중소1

도시 지역 중학생의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고 번 번 문항은 중소도시 지역 중학생의 일, 2 8～

치율이 농촌지역 중학생의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번 문항의 경우 검정 통계량 . 9 6

값이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인 95% 6'7'8 보다 더 작으므로 유의수준 =1.645 9*'7'8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번 문항은 유의수준 . , 9 9*'7'8에서 농촌지역 중학생의 일치율이 중소도시 

지역 중학생의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소도시에 있는 중학생과 농촌지역 중학생의 전체 . 

일치율을 살펴보면 전체 일치율의 검정 통계량 값 , 6 가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인 =0.6672 95%

6'7'8 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1.645 9*'7'8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유의수준 . , 

9*'7'8에서 중소도시에 있는 중학생의 전체 정답률이 농촌지역 중학생의 전체 일치율보다 높다

고 할 수 없다. 

Table 2. Concordance rate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item; 문항별 중학생들의 일치율

일치율이 낮은 7번, 8번, 9번 문항의 경우 학생들은 그림 (2)를 많이 선택하였다(Table
1). 7번과 8번의 경우 그림 (2)는 도형의 중심이 원의 중심의 오른쪽에 있고 9번의 경우
그림 (2)는 도형의 중심이 원의 중심보다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참고). 7번과
8번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원의 중심을 원래의 원의 중심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

함으로써 원의 중심이 도형의 중심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일치율이 낮은
문항만으로 볼 때 도형의 중심이 상하보다는 좌우가 일치율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농간 중학생들의 일치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중소도시에 있는 중학교

학생(O중학교 학생)의 일치율을 p̂1, 농촌지역 중학교 학생(S중학교 학생)의 일치율을 p̂2

로 하고 귀무가설은 H0 : p1 = p2로, 대립 가설은 H1 : p1 > p2(또는 H1 : p1 < p2)
로 두고 z-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9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검정 통계량 z

값이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95%인 z0.05 = 1.645보다 작으므로(또는 z0.05 = −1.645

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α = 0.05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Table 3). 즉, 유의수준
α = 0.05에서 1번 문항은 농촌지역 중학생들의 일치율이 중소도시 지역 중학생의 일치

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고, 2번∼8번 문항은 중소도시 지역 중학생의 일치율이 농촌지역
중학생의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9번 문항의 경우 검정 통계량 값이 표준
정규분포의 한쪽이 95%인 z0.05 = 1.645보다 더 작으므로 유의수준 α = 0.05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9번 문항은 유의수준 α = 0.05에서 농촌지역 중학생의 일치율이

중소도시 지역 중학생의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소도시에 있는 중학생과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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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학생의 전체 일치율을 살펴보면, 전체 일치율의 검정 통계량 값 z = 0.6672가 표

준정규분포의 한쪽이 95%인 z0.05 = 1.64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α = 0.05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유의수준 α = 0.05에서 중소도시에 있는 중학생의 전체 정답률이

농촌지역 중학생의 전체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10

문항번호 -)"
-)$ -) 3 값 유의확률

1 0.5400 0.5800 0.5600 -0.4029   0.6565
2 0.5600 0.5000 0.5300 0.6011   0.7260
3 0.6600 0.5600 0.6100 1.0251   0.8473

4 0.7600 0.6600 0.7100 1.1019   0.8647
5 0.7400 0.6800 0.7100 0.6611   0.7457

6 0.4800 0.4600 0.4700 0.2004   0.5793

7 0.2800 0.2000 0.2400 0.9366   0.8256
8 0.2200 0.2200 0.2200 0.0000   0.5000

9 0.1800 0.3600 0.2700 -2.0272   0.9783**

전체 0.4911 0.4689 0.4800  0.6672   0.7476

표            < -2> Ⅳ 도형의 중심에 대한 중학생의 일치율 비교 

4.2 전공간 대학생의 인식의 차이 

 

대학생들의 문항별 선택 결과의 총괄표는 다음과 같았다.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합계

(1) (2) (3) (1) (2) (3) (1) (2) (3)

1 3 38  33 6 43 47 9 81 80 
2 16   16  42 20 21 55 36 37 97 

3 35  9 30 50 9 37 85 18  67 

4 10  29 35 11 29 56 21 58  91 

5 2  40 33 2 52 42 4 92 75 
6 20  49 5 21 68 7 41 117 12 

7 9  46  19 9 57 32 18 103 51 

8 4   67 3 5 89 2 9 156 5 

9 39  9 26 41 13 42 80 22 68  

표 대학생들의 문항별 선택 결과                < -3> Ⅳ

계열별 대학생의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공계열 대학생의 정답률을 -)" 인문사회계열 , 

대학생의 정답률을 -)$로 하고 귀무가설은 &' ( )" *)$로 대립 가설은 , &" ( )" +)$(또는 

&" ( )" ,)$)로 하여 6 검정을 실시하였다- . 

Table 3. Comparis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greement on the center of a figure;
도형의 중심에 대한 중학생의 일치율 비교

4.2 전공간 대학생의 인식의 차이

대학생들의 문항별 선택 결과의 총괄표는 다음과 같았다.

10

문항번호 -)"
-)$ -) 3 값 유의확률

1 0.5400 0.5800 0.5600 -0.4029   0.6565
2 0.5600 0.5000 0.5300 0.6011   0.7260
3 0.6600 0.5600 0.6100 1.0251   0.8473

4 0.7600 0.6600 0.7100 1.1019   0.8647
5 0.7400 0.6800 0.7100 0.6611   0.7457

6 0.4800 0.4600 0.4700 0.2004   0.5793

7 0.2800 0.2000 0.2400 0.9366   0.8256
8 0.2200 0.2200 0.2200 0.0000   0.5000

9 0.1800 0.3600 0.2700 -2.0272   0.9783**

전체 0.4911 0.4689 0.4800  0.6672   0.7476

표            < -2> Ⅳ 도형의 중심에 대한 중학생의 일치율 비교 

4.2 전공간 대학생의 인식의 차이 

 

대학생들의 문항별 선택 결과의 총괄표는 다음과 같았다.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합계

(1) (2) (3) (1) (2) (3) (1) (2) (3)

1 3 38  33 6 43 47 9 81 80 
2 16   16  42 20 21 55 36 37 97 

3 35  9 30 50 9 37 85 18  67 

4 10  29 35 11 29 56 21 58  91 

5 2  40 33 2 52 42 4 92 75 
6 20  49 5 21 68 7 41 117 12 

7 9  46  19 9 57 32 18 103 51 

8 4   67 3 5 89 2 9 156 5 

9 39  9 26 41 13 42 80 22 68  

표 대학생들의 문항별 선택 결과                < -3> Ⅳ

계열별 대학생의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공계열 대학생의 정답률을 -)" 인문사회계열 , 

대학생의 정답률을 -)$로 하고 귀무가설은 &' ( )" *)$로 대립 가설은 , &" ( )" +)$(또는 

&" ( )" ,)$)로 하여 6 검정을 실시하였다- . 

Table 4. Selection results for each item of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의 문항별 선택 결과

계열별 대학생의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공계열 대학생의 정답률을 p̂1, 인문
사회계열 대학생의 정답률을 p̂2로 하고 귀무가설은 H0 : p1 = p2로, 대립 가설은 H1 :

p1 > p2(또는 H1 : p1 < p2)로 하여 z-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3, 8, 9번을 제외한 문항의 검정 통계량 z값이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95%인

z0.05 = 1.645보다 작거나 z0.05 = −1.645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α = 0.05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Table 5). 즉, 1, 2, 3, 5, 6, 7, 8번 문항의 경우 유의수준 α = 0.05

에서 이공계열 학생의 일치율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높다고 할 수 없거나(5, 6, 8번 문항)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일치율이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1, 2, 3, 7번 문

항). 4번 문항의 경우 검정 통계량 값 z0.05 = −1.4304가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9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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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항번호 -)"
-)$ -) 3 값 유의확률

1 0.0405 0.0625 0.0529 -0.6340 0.7370

2 0.5676 0.5729 0.5706 -0.0699 0.5279
3 0.4730 0.5208  0.5000 -0.6188 0.7321

4 0.4730 0.5833 0.5353 -1.4304 0.9236*

5 0.0270 0.0208  0.0235  0.2641 0.6041
6 0.2703 0.2188  0.2412  0.7785 0.7820
7 0.2568 0.3333 0.3000 -1.0802 0.8619

8 0.0541 0.0521 0.0529  0.0569 0.5227

9 0.5270 0.4271 0.4706  1.2944 0.9022
*

전체 0.2988 0.3102 0.3052 -0.4795 0.6844

표        < -4> Ⅳ 도형의 중심에 대한 대학생의 일치율 비교

검정결과 번을 제외한 문항의 검정 통계량 3, 8, 9 6값이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인 95% 6'7'8

보다 작거나 =1.645 6'7'8 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1.645 9*'7'8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즉 번 문항의 경우 유의수준 (< -4>). , 1, 2, 3, 5, 6, 7, 8Ⅳ 9*'7'8에서 이공계열 학생의 일치

율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높다고 할 수 없거나 번 문항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5, 6, 8 ) 일치율이 이공
계열 학생들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번 문항 번 문항의 경우 검정 통계량 값 (1, 2, 3, 7 ). 4 6

가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인 =-1.4304 95% 6'7'8 보다 커 유의수준 =-1.645 9*'7'8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6 가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인 =-1.4304 90% 6'7"' 보다 작아 유의=-1.282
수준 9*'7"'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의수준 . , 9*'7"'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일치율이 이공계열 학생들의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번 문항의 경우 각각의 검정 통계량 . 9

값 6 가 유의수준 =1.2944 9*'7"'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번 문항의 경우 유의수준 . , 9

9*'7"'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의 일치율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일치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공계열 대학생과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전체 일치율을 살펴보면 전체 정답률의 검정 통계량 , 

값 6 가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인 =-0.4795 95% 6'7'8 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1.645 9*'7'8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유의수준 . , 9*'7'8에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전체 일치율이 

이공계열 대학생의 전체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객관형 문항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대학생 대상자들에 대해 주관형 문항의 조사

를 추가하였다 모양이 다른 아크릴판을 각각 제공한 후 도형이 종이의 원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아크릴. 

판을 오른쪽 그림처럼 종이에 놓게 한 후에 연필로 테두리를 그리게 하였다.(<그림 V-1>) 원 안에 도 

형을 놓게 한 이유는 원이 없으면 대상자들이 직관적 시각적 인 판단을 하지 않고 도형의 무게중심을 ( )

생각하여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Table 5. Comparison of college students’ concordance rates for the center of a figure;
도형의 중심에 대한 대학생의 일치율 비교

z0.05 = −1.645보다 커 유의수준 α = 0.05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z0.05 =

−1.4304가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90%인 z0.05 = −1.282보다 작아 유의수준 α = 0.10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의수준 α = 0.10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일

치율이 이공계열 학생들의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9번 문항의 경우 각각의 검정
통계량 값 z0.05 = 1.2944가 유의수준 α = 0.10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9번 문
항의 경우 유의수준 α = 0.10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의 일치율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일치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공계열 대학생과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전체 일치율을
살펴보면, 전체 정답률의 검정 통계량 값 z0.05 = −0.4795가 표준정규분포의 한쪽이 95%
인 z0.05 = −1.645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α = 0.05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유의수준 α = 0.05에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전체 일치율이 이공계열 대학생의 전체

일치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객관형 문항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대학생 대상자들에 대해 주관형

문항의 조사를 추가하였다. 모양이 다른 아크릴판을 각각 제공한 후 도형이 종이의 원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아크릴판을 Figure 5처럼 종이에 놓게 한 후에 연필로 테두리를 그리게
하였다. 원 안에 도형을 놓게 한 이유는 원이 없으면 대상자들이 직관적(시각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도형의 무게중심을 생각하여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앞의 질문지를 모두 모아서 아래의 Figure 5처럼 학생들이 생각한 도형의 중심을 한

종이에 겹쳐서 찍어 표시하였다. 결과에서 보듯이 보편적으로 도형의 중심과 원의 중심

이 가깝게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오목한 정도가 큰 태극 모양의 도형의 경우에는
도형의 중심에 대한 착시현상으로 인하여 도형의 중심과 원의 중심의 일치도가 사각형의

경우보다 훨씬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도형의 중심에 더 민감할 수 있
다고 생각되는 학과(건축/미술/수학)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학과(어문계열)로 구분한
실험이지만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평범한
볼록한 도형에서는 시각적으로 도형의 중심을 무게중심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에 있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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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는 통계적인 분석은 크게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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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형의 중심을 누적하여 표시한 결과 < V-2> 

건축미술수학교육과 어문계열학과     ( / / )                                     ( )

결론5 

연구결과 도형의 중심에 대한 도농간 중학생들의 직관적인 인식조사에서 각 문항별로 일치율의 

일부 차이는 보였지만 전체적인 ,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계열별 인식.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공계열 대학생과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정답률에서 두 .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일치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적인 , 일치율에서도 시각적인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형 문항 조사에서도 전공 여부와 무관하게 차이를 발견할 수 . 

없었다 특히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볼록다각형의 경우에는 도형의 중심을 무게중심으로 인식하. , ,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볼록다각형. , 

의 경우에서 시각적 직관을 통해 판단한 도형의 중심이 바로 무게중심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물리적 설명 없이 무게중심을 도형의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시각적으로 의미가 명백한 외접원의 

중심 외심 이나 내접원의 중심 내심 과는 달리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논증적인 설명 외에 시각적 ( ) ( )

의미 전달이 부족하다 본 연구의 내용과 과정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 

한다면 중학생 수준을 넘어서는 물리적인 설명을 피하면서도 무게중심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

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Figure 6. The result of accumulating and displaying the center of the figure; 도형의
중심을 누적하여 표시한 결과

5 결론

연구결과 도형의 중심에 대한 도농간 중학생들의 직관적인 인식조사에서 각 문항별로

일치율의 일부 차이는 보였지만, 전체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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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계열별 인식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공계열 대학생과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정답률에서 두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일치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고, 전체적인 일치율에서도 시각적인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형 문항 조사에
서도 전공 여부와 무관하게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볼록다
각형의 경우에는 도형의 중심을 무게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볼록다각형의 경우에서 시각적 직관을
통해 판단한 도형의 중심이 바로 무게중심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물리적 설명 없이

무게중심을 도형의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시각적으로 의미가 명백한

외접원의 중심(외심)이나 내접원의 중심(내심)과는 달리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논증적인
설명 외에 시각적 의미 전달이 부족하다. 본 연구의 내용과 과정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적
절한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한다면 중학생 수준을 넘어서는 물리적인 설명을 피하면서도

무게중심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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