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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작도, 삼각형의 합동과 관련된

2015 개정 교과서 서술 방식의

분석

작도는 수학사에서 그 중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

정이 개정될 때마다 작도는 계속해서 그 내용이 축소되었다. 작도

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내용 요소들의 학습과 연계성을 찾기 어

렵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학교 수학 1의 기하 영역은 직관기하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직관기하에서 논증기하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았다. 작도는

학생들의 기하적 직관을 키우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좋은 학습제재이다. 따라서 직관기하와 논증기하의 사이에 있는

수학 1에서 다루기 적절한 학습제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학교

수학 1의 기하 영역은 이미 직관기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논증기

하 관점에서의 작도 지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교사가 내용 지식에 해당하는 수학적 지식 기반을 획

득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작도를 지도하기 위해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서술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교과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논증기하의

체계와 그 안에서 작도의 교육적 의의를 확인하고, 고전 교과서들

에서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서술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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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논증기하는 무정의용어와 공리 및 공준을 바탕으로 명제를

연역적 추론해가는 공리적 방법으로 학문을 전개한다. 이때 무정

의용어와 공리 및 공준은 논증의 과정에서 논증이 돌고 도는 현상

을 막기 위해 논증의 시작 지점으로 일종의 약속을 통해 정한다.

그리고 논증기하교육에서 작도제의 해를 구하는 4단계의 학습은

연역적 추론 및 증명 교육에 대한 징검다리로 사용될 수 있다.

논증기하의 고전 교과서에서 작도제의 증명은 작도 절차 제시와

작도 절차의 정당화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발문을 통해 학습자가

작도 절차에 대해 분석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였

다. 또한 작도제를 내용 전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작도를 도

형의 존재성 입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삼각

형의 합동 조건은 주로 겹쳐보기를 통해 증명하였는데, 귀류법이

나 유일성과 관련된 공리를 사용하여 증명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도제를 지도하기 위한 공리의 추가가 필요하다. 둘째, 대

부분의 교과서에서 문제를 통해 작도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

도하고 있었다. 셋째, 모든 교과서에서는 도형의 존재성을 증명하

는 방법으로 작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

의 합동 조건의 지도 순서를 고정하게 한다. 넷째, 몇몇의 교과서

에서 겹쳐보기를 통해 삼각형의 작도 결과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

됨을 정당화했을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 지도 과정에서 논증이 돌

고 도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논증기하 관점에서 작도

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방안을 제언한다.

주요어 : 논증기하, 작도, 삼각형의 합동 조건, 2015 개정 교육과정

학 번 : 2017-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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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수학의 내용은 각각 학문수학 내에서 수학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다. 그러나 학교수학으로 교수학적 변환을 하는 과정과 수학교육의 목표,

방법의 변화와 더불어 각각의 내용은 계속해서 변화된다. 그리고 그 과

정에서 본래 지니고 있던 수학적 맥락과 의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라는 제한된 도구를 가지고 원하는 도형

을 구성하는 것이다. 작도는 3대 작도 불능 문제와, 도구의 제한의 해결

을 위한 노력이 수학사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므로 그 중요성은 충분하

다.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습부담 및 학습량 감소

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작도는 계속해서 그 내용이 축소되었다. 작

도 내용 축소의 정확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작도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내용 요소들의 학습과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작도와 관련

된 성취기준은 ‘[9수04-03]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p. 33).’ 뿐이다. 이는 기하 영역 중 핵심 개념 ‘평면도형’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1)인 ‘주변의 형태는 여러 가지 평면도형으로 범주화되고,

각각의 평면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p. 8).’와

서술된 내용 자체만으로는 연관을 짓기 어렵다.

직관기하에서는 직관, 실험, 측정을 통한 발견과 탐구 활동을 중심으

로, 논증기하에서는 순수한 기하적 공리와 공준, 정의들로부터의 연역적

추론을 중심으로 도형에 관한 성질이나 정리를 지도한다. 우리나라의 기

하교육과정은 직관기하, 논증기하, 해석기하로 구분되어 전개되고 있으

며, 중학교 수학 1에서 취급하는 기하를 직관기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

나 중학교 수학 1의 기하 영역에서 다뤄지는 성질들과 정리들의 서술을

1)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자, 핵심개념을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학교급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교육과학기술

부, 2017)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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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중학교 수학 1의 기하교육과정은 직관기하에서 논증기하로 넘어가

는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행선의 성질 중 동위

각의 크기가 같음은 직접 각의 크기를 재거나 비교해봄으로써 실험을 통

해 직관적으로 정당화하지만, 엇각의 크기가 같음은 이전에 얻어낸 평행

선에서의 동위각이 갖는 성질과 맞꼭지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연역적 추론의 형태를 보인다. 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임을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과 다르게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새롭게 증명하는 등 평면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단원에서도 연역적인 방

법을 통해서 성질들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작도는 학생들의 기하적 직관을 키우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

시키기에 좋은 학습제재(강미광, 황슬기, 2010, p. 152)이므로 직관기하와

논증기하의 사이에 있는 중학교 수학 1에서 다루기 적절한 학습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작도 단원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활동(교육과

학기술부, 2015, p. 34)’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수학 1 교과서를 보

면 작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직관, 실험을 통해 수행한다는 점에서 작

도가 직관기하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논증기하

로서 잘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의 학교수학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는 수학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

문에 교과서는 교사들의 내용 지식에 필연적으로 관계한다(Schulman,

1986; Fennema & Franke, 1992; Ma, 1999; 고상숙, 장훈, 2005). 즉 교

과서는 교사의 내용 지식에 해당하는 수학적 지식 기반을 획득하는 하나

의 의미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작도를 지도하게

하려면 작도가 논증기하와 논증기하 교육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교과서 서술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서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논증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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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그 안에서 작도의 교육적 의의를 확인하고, 고전 교과서들에서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서술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

구문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증기하의 체계와 그 안에서 작도의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가?

2. 논증기하와 관련된 고전 기하 교과서에서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의 서술은 어떠한가?

3.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작도와 삼각형

의 합동 조건의 서술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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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증기하와 작도

논증기하는 정의, 공준 및 공리,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연역적 추론을 통해 전개한다.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중학교 수학

교과서 기하 영역에서 작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장에

서는 논증기하의 체계와 교육적 가치, 논증기하에서 작도의 교육적 가치

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1. 논증기하의 체계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 기하 영역은 내용적 근간을 유클리드 『원

론』에 두고 있다. 학교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의 바탕이 되는 공리계는

대표적으로 Euclid, Legendre, Hilbert, Birkhoff 공리계가 있다(권석일,

2006).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의 유클리드 기하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공리계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공

리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확정짓기 어렵다. 이 절의 목적은 중학교 교

과서가 어느 공리계를 따른다고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과서가 바탕을

두고 있는 공리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 절에서는 논증기하의 특성 중 공리 체계와 논증기하의 대표적 공

리계들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1.1 논증기하의 공리 체계 및 Euclid 공리계

유클리드는 그리스 시대에 위대한 수학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B.C. 300년 경에 탈레스, 피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 에우독소스,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등의 연구 자료를 모으고 재구성하여 『원론(Stoicheia)』

를 집필한다. 이는 영어로 ‘element’라 불리고, 논증기하의 대표적인 예시

로 제시되는 교재로 오늘날까지도 중학교 논증기하의 내용적 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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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힐베르트는 과학적 작품의 중요성은 그것이 그 이전의 많

은 저작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탈레스부터 유클리드 『원론』제작 이전의 그리스 초기 300년의 역

사가 흐려진 것으로부터 『원론』의 위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Eves,

1953).

『원론』은 공리 체계 완성에 초점을 맞춘 책으로(Eves, 1953) 그 서

술구조가 매우 탄탄하다. 『원론』은 정의와 최소한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준(Postulate)2) 및 공리(Common Notion)3)들을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원론』의 이러한 연역

적 전개는 기하학을 경험적 학문에서 연역적 학문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어떤 기하학적 명제가 경험적으로 참일 수 있으나 그것의 수학적 정당화

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이지현, 2011, p. 135).

『원론』은 <표 Ⅱ-1>처럼 Definition, Postulate, Common Notion,

Proposition, 증명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리 체계를 완성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이러한 공리 체계의 강조로 인해 『원론』은 해

석 또는 분석(analysis)4)라 불리는 Proposition의 해결을 위한 증명의 절

차에 대한 발견적 과정을 드러내지 않는다(Eves, 1953).

2) 공리는 모든 학문 분야에 공통인 초기 가정인 반면에 공준은 연구하고자 하

는 특별한 분야에 특유한 가정인 것으로 두 단어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Eves, 1953). 현대에는 두 단어를 거의 구별 없이 공리라 사용한다.
3) 보통 공리는 axiom이라고 번역되나, 유클리드 『원론』에서 공리는 common

notion으로 번역되어 있다(Heath, 1956, p. 155).
4) Polya(1981)는 구하거나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구하거

나 증명한 것처럼 가정하고 그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하여 이미

알고 있는 명제로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analysis)법’이라 하였고, 이미 알려

져 있거나 참인 것으로 가정한 명제로부터 분석 과정을 거꾸로 되밟아 구하

거나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에 도달하는 과정을 ‘종합(analytic)법’이라고 하였

다.

1단계 : Definition

<표 Ⅱ-1> 유클리드 『원론』의 공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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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중 첫 단계로 유클리드는 『원론』 13권의 서술을 시작할 때

마다 필요한 용어들이 생기는 경우 정의를 항상 먼저 제공하고 시작한

다. 즉, 용어의 정의 제공은 공리 체계 형성의 첫 시작이 된다 할 수 있

다. 이때 용어의 정의는 내용의 전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어들에 대

해서만 제공하였다.

Postulate와 Common Notion은 공준과 공리로 번역된다. <표 Ⅱ-2>는

유클리드가 『원론』 Ⅰ권에서 상정한 Postulate와 Common Notion이다.

그리스인들은 이들을 나머지 명제들을 연역할 수 있는 기초로 삼았으며,

자명한 진리로 간주하였다(Mueller, 1969, p. 290). 이는 『원론』에서

Proposition의 증명에는 꼭 그림이 등장5)하지만, Postulate와 Common

Notion의 서술에서는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유클리드가 시각에 의존해서 증명을 했다는 분석도 있으며, 새로운 공리계의

등장에 영향을 준다.

2단계 : Postulate

3단계 : Common Notion

4단계 : Proposition

5단계 : Proposition의 증명

Postulate 1.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

하게 그릴 수 있다.

Postulate 2. 임의의 두 선분에 대하여 한 선분을 다른 선분만큼 연장할 수

있다.

Postulate 3. 임의의 중심과 반지름을 갖는 원을 그릴 수 있다.

Postulate 4.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Postulate 5(평행선 공준). 두 개의 다른 직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영역에 있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두 직각)보다 작으면 두 직선은

그 영역에서 만난다.

<표 Ⅱ-2> Euclid 공리계(Heath, 1956, pp. 195-202,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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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수학에서 공준 또는 공리가 필요한 이유를 Greenberg(1974)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명제 을 주장하려면 믿을 수 있을만한 명제

가 필요하고, 로부터 이 추론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를

믿지 않는다면 믿을 만한 명제 로부터 를 추론해 보여야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최후에 가서는 명제 를 명제 로부터 추론하고,

다시 명제 로부터 명제 를 추론하는, 논증이 돌고 도는 현상에 빠지

게 된다(Eves, 1953; Greenberg, 1974). 이때 더 이상 정당화를 하지 않

을 명제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을 공준 또는 공리라고 한다. 그래서 현대

수학에 와서 공준과 공리는 불변의 진리6)가 아니라 단순히 참이라고 가

정하는 명제로, 기하학의 체계를 이루는 최초의 가정으로 여겨진다.

공준과 공리를 나열한 후에는 각 Proposition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

하고, 정의와 공준 및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연역적으로 증명해나간다.

이렇듯 명확하게 서술된 정의, 공준 및 공리로부터 엄밀한 연역적 추

론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는 공리적 방법(axiomatic method)은 현대 수학

의 핵심이 되었고, 논증기하학의 토대가 되었다(Eves, 1953). 그러나 후

대에 『원론』은 논증의 과정에서의 엄밀성에 있어서 비판을 받게 되었

고, 그 결과 Legendre, Hilbert, Birkhoff 공리계의 구성과 같은 내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6) 그리스인들은 공리와 공준을 ‘자명한 진리’로 보았는데, 이러한 그리스적 관

점은 다른 공리 및 공준들로 증명될 수 있을 거라 의심받던 평행공준을 공준

으로 인정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었으며, 비유클리드 기하의 출현을 유

도하였다.

Common Notion 1. 동일(same)한 것에 같은(equal) 것들은 서로 같다.

Common Notion 2.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전체도 같다.

Common Notion 3.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나머지도 같다.

Common Notion 4. 서로 일치(coincide)하는 것들은 서로 같다.

Common Notion 5.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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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egendre 공리계

Legendre의 공리계는 Euclid 공리계에서 Common Notion 4를 제외한

나머지에 가설적 작도7)를 보장하는 공준(공준 4~8)과 산술적인 내용을

기하에 적용하기 위한 공리(공리 4~7, 9)가 추가되어 있다<표 Ⅱ-3>.

7) 가설적 작도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도형을 작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정리

의 증명을 시작하는 것(권석일, 2006, p. 81)인데,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를 하지 않고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과 세 각의 이

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여 외심과 내심을 지도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Ÿ 공리

1. 같은 것과 같은 것들은 서로 같다(Common Notion 1).

2.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그 합도 같다(Common Notion 2).

3.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그 차도 같다(Common Notion 3).

4. 다른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그 합은 다르다.

5. 다른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그 차는 다르다.

6. 같은 것의 두 배인 것은 서로 같다.

7. 같은 것의 절반인 것은 서로 같다.

8. 전체는 그것의 어떤 부분보다도 크다(Common Notion 5).

9. 전체는 그것의 부분 모두의 합과 같다.

10. 모든 직각은 같다(Postulate 4).

11.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그릴 수 있다(Postulate 1).

12. 선분은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이다.

13. 같은 점에서는 주어진 선에 평행한 선을 오직 하나만 그릴 수 있다

(Postulate 5와 동치).

14. 어떤 하나를 다른 하나에 적용(apply)하였을 때 그들이 전체에서 일치하

면, 크기(magnitude)가 같다.

Ÿ 공준

<표 Ⅱ-3> Legendre 공리계(Davies, 1861, pp. 20-21, 5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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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ilbert 공리계

유클리드는 『원론』에서 모든 기하학의 용어를 정의하려고 시도하였

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용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직

각의 정의를 라 하고 의 정의를 직각’이라 한다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lbert(1971)는 점, 직선, 평

면, 위에 있다(lie), 사이(between), 합동(congruent)을 무정의 용어

(undefined term)로 설정한다.

또한 유클리드 『원론』은 증명의 과정에서 순서(betweenness)와 연

속성(continuity)을 간과하고, Proposition 4(SAS 합동)의 증명에서 중첩

(superposition)의 원리를 사용하는 등의 수학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8) 이는 평행선 작도 가능성에 대한 보장을 위한 공준으로 평행선공준

(Postulate 5)과 다르다.

1.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Postulate 1).

2. 선분은 어느 길이로든 연장할 수 있다(Postulate 2).

3. 두 선(의 길이)이 같지 않다면, 항상 작은 쪽의 길이만큼 큰 쪽에서 자를

수 있다.

4. 주어진 선분은 이등분될 수 있다. 즉 두 개의 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5. 주어진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다.

6. 주어진 선에 대하여, 그 선 위의 점에서든 밖의 점에서든 수선이 그려질

수 있다.

7. 주어진 선에 대하여, 주어진 각과 같은 각을 이루는 선이 그려질 수 있다.

8. 주어진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선에 평행한 선을 그을 수 있다.8)

9. 임의의 중심과, 임의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의 원주가 그려질 수 있다

(Postulate 3).

10. 평면 위의 임의의 점에서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그릴 수 있다.

11. 평면 밖의 임의의 점에서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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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1974; Hartshorne, 200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리

계의 제안이 있었고, 그 중 Hilbert 공리계는 <표 Ⅱ-4>와 같이 무정의

용어 점, 직선, 평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결합공리군, 순서공리군, 합동공

리군, 평행공리, 연속공리군의 5개 공리군을 제시한다. 한편, 한 공리계의

언어로 된 모든 명제들이 그 공리들로 증명되거나 부정될 수 있으면 그

공리계를 완비적(complete)라고 하는데 유클리드 기하에 대한 Hilbert 공

리계는 완비적이다(Greenberg, 1974, p. 36).

Ÿ Axiom Ⅰ : 결합공리군

Axiom Ⅰ, 1. 어떠한 두 점  , 에 대해서도 점 와 를 모두 지나는 직

선 가 있다.

Axiom Ⅰ, 2. 어떠한 두 점  , 에 대해서도 점 와 를 모두 지나는 직

선은 많아야 하나 있다.

Axiom Ⅰ, 3. 한 직선에는 점이 적어도 두 개 있다.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점

이 적어도 세 개 있다.

Axiom Ⅰ, 4.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  ,  , 에 대하여  ,  , 를 포

함하는 평면 가 있다. 어떤 평면에도 그것이 포함하는 점이 있다.

Axiom Ⅰ, 5.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  ,  , 를 포함하는 평면은 많아

야 하나 있다.

Axiom Ⅰ, 6. 한 직선 의 두 점  , 가 평면 에 있으면 의 모든 점이

평면 에 있다.

Axiom Ⅰ, 7. 두 평면 , 가 점 를 공유하면 두 평면은 적어도 다른 한

점 를 공유한다.

Axiom Ⅰ, 8. 한 평면에 있지 않은 점이 적어도 네 개 있다.

Ÿ Axiom Ⅱ : 순서공리군

Axiom Ⅱ, 1. 가 와  사이에 있으면,  ,  ,  가 한 직선의 서로 다른

세 점이고 는 또한 와  사이에 있다.

Axiom Ⅱ, 2. 임의의 두 점 와 에 대하여, 가 와  사이에 있게 하

는 점 가 직선 에 적어도 한 개 있다.

<표 Ⅱ-4> Hilbert 공리계(Hilbert, 1971, p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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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m Ⅱ, 3. 한 직선에 있는 세 점 중 많아야 한 점만이 나머지 두 점 사이

에 있다.

Axiom Ⅱ, 4.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  ,  , 와 평면 에 있으면

서  ,  ,  중 어느 점도 지나지 않는 직선 가 있다. 직선 가 선분

의 한 점을 지나면 는 선분  또는 선분 의 한 점을 지난다.

Ÿ Axiom Ⅲ : 합동공리군

Axiom Ⅲ, 1. 두 점  , 가 직선  위에 있고, 점  ′가 직선 ′(직선 와

같을 수도 있음) 위에 있을 때, 직선 ′에서  ′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에 선

분 와 선분 ′ ′이 합동이 되는 점  ′을 항상 찾을 수 있다. 기호로

는 ≡′ ′으로 표시한다.

Axiom Ⅲ, 2. 선분 ′ ′과 선분 ″ ″이 동일한 선분 와 합동이면 선분

′ ′은 선분 ″ ″과 합동이다; 간단히 말하여, 두 선분이 세 번째 선분

과 합동이면 그 두 선분은 서로 합동이다.

Axiom Ⅲ, 3. 직선 의 두 선분 와 가 점 만을 공유하고, 직선 ′(
와 ′는 같은 직선일 수도 있음)의 두 선분  ′ ′과  ′ ′이 점  ′만을
공유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만약 ≡ ′ ′이고, ≡ ′ ′이면
≡′ ′이다.

Axiom Ⅲ, 4. ∠가 평면 의 각이고 ′이 평면 ′의 직선이며, ′에 대

한 의 한쪽 면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 점  ′를 시점으로 하는 직선 ′
의 반직선이라 하자. 이러면 평면 ′에 각 ∠가 각 ∠′′과 합동

이거나 같고 동시에 각 ∠′′의 모든 내부에 점들이 주어진 ′의 한쪽

면에 있게 되는 반직선 ′이 단 하나 있다. 기호로는 ∠≡∠′′
로 표시한다. 모든 각은 자신과 합동이다; 즉, ∠≡∠.

Axiom Ⅲ, 5. 두 삼각형 와  ′ ′ ′ 사이에 합동 관계 ≡ ′ ′ ,
≡′ ′ , ∠≡∠ ′′ ′이 성립하면 ∠≡∠ ′ ′ ′도 만

족한다.

Ÿ Axiom Ⅳ : 평행공리.

Axiom Ⅳ. (평행공리) 직선 와 그 직선에 있지 않은 한 점 가 주어졌다

고 하자. 와 로 결정되는 평면에는 점 를 지나고 직선 를 만나지 않

는 직선이 많아야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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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irkhoff 공리계

Birkhoff(1932)는 선분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 있

는 자(scale)’와 ‘각도기(protractor)’에 기초한 공리계를 제안한다. 이 공

리계는 수, 순서, 같음(equal), 점, 직선, 두 점  ,  사이의 거리와 두

직선 사이의 각 ∠를 무정의용어로 하고, 현대 수학에서 엄밀하게

정의된 실수를 산술에 대한 공리로 수용(Birkhoff & Beatley, 1959)한다.

이러한 Birkhoff의 접근은 기하학적 순서관계를 실수의 순서관계로 다루

어 다른 공리계들보다 쉬우면서도 엄밀하게 평면기하를 전개할 수 있다

(MacLane, 1959).

9) 데데킨트의 공리와 동치다(Greenberg, 1974).

Ÿ Axiom Ⅴ : 연속공리군

Axiom Ⅴ, 1. (아르키메데스 공리) 어떠한 두 선분 와 에 대해서도

에서 시작하여 반직선 를 따라 선분 를 번 인접하여 붙여 만든

선분이 점 를 넘게 되는 자연수 이 있다.

Axiom Ⅴ, 2. (직선의 완비성 공리9)) 결합, 순서, 합동공리군과 아르키메데스

공리로부터 나오는 직선에서의 순서와 합동에 관한 기본 성질들 뿐만 아니

라 기존 원소들 사이에 있는 관계까지 보존하는, 순서와 합동 관계를 가진

직선 위의 점들의 집합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Principle 1(직선 측정의 공준). 임의의 직선 위의 점들에는 실수를 일대일대

응시킬 수 있고, 점들의 거리는 그 실수 값의 차로 측정될 수 있다.

Principle 2. 주어진 두 점을 포함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Principle 3(각 측정의 공준). 끝점이 동일한 모든 반선분(half-line)들에 실수

를 일대일대응시킬 수 있고, 그 실수 값의 차로 각을 측정할 수 있다.

Principle 4. 모든 평각은 같은 측정값을 갖는다.

Principle 5(닮음 공준(SAS 닮음)). 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

<표 Ⅱ-5> Birkhoff 공리계(Birkhoff, 1932, pp. 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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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Ÿ 산술에 대한 공리

1.   

2.   이면   이다.

3.   이고   이면   이다. (동일한 수와 같은 수는 서로 같다,)

4.   이면,     이다. 이 때, 는

 와 연산 와 ×로 이루어진 일련의 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실

수를 나타내고,  는  에서 를  대신에 넣음으로

서 얻어지는 수를 나타낸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임의의 수는 그 등가

의 수로 대체될 수 있다.)

5. 와 가 실수일 때,  는 와 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되는 실수이다.

때때로, 편의를 위하여 이를 괄호를 사용하여  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6.     

7.       

8.     이면   이다.

9.     를 만족하는 실수 가 존재한다. 이러한 실수 가 유일하다는 것

은 증명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영”이라고 정의할 것이고, 이를 기호 0으

로 나타낼 것이다.

10. 모든 실수 에 대하여  ′  인 ′이 하나 존재한다. ′이 유일하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의 “negative”라로 부를 것이고 이

를 기호  로 나타낼 것이다.

새로운 정의로서 우리는      로 쓸 것이고, 이 때 등호의 오른

쪽에서 기호 는 “빼기”라고 읽을 것이며, 이는 이 등식에 의해서 정의되

는 새로운 연산을 나타낸다.

11. 와 가 실수일 때, ×는 와 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되는 실수이

다. 때때로, 편의를 위하여 이를 괄호를 사용하여 ×와 같이 나타내기

도 한다.

12. ×  ×

13. × ×  ××

14. ×  ×이면   이다. 단, 는 0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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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이 아니면서 ×  를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한다. 이 수 가 유일

하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일”이라고 정의할 것이고, 이를

기호 1로 나타낼 것이다.

수 0, 1, 1+1=2, 2+1=3,..., 그리고, -1, (-1)+(-1)=-2,... 등을 “정수”라고 부른

다.

16.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에 대하여 ×″  을 만족하는 실수 ″이 하나

존재한다. 이 수 ″이 유일하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의 “reciprocal(역수)”라로 부르고 이를 기호 


로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 


 ÷로 정의할 것이다. 이 때, 등호의 오른쪽 기호 ÷는 “나누기”

로 읽고, 이 등식에 의하여 정의되는 새로운 연산을 나타낸다.

임의의 두 정수  , 에 대하여 이 0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몫을 “유리

수”라고 부른다. 이는 

이라고 쓴다.

17. ,  , 가 실수일 때, ×   × ×이다.

18. 가 와 다르면   이거나   이다.

19.   이면 와 는 다르다.

20.   이고   이면,   이다.(한 실수가 두 번째 실수보다 앞서고, 두

번째 실수가 세 번째 실수보다 앞서면, 첫 번째는 세 번째보다 앞선다.)

이 때,   이고   이면 가 와  “사이”에 있다고 말하며 또한, 와

에 있다고 말한다.

21. 모든 실수가 관계 에 의해서 순서대로 배열되었을 때, 실수 전체를 두

집합 과 에 속하면서 의 모든 실수가 의 모든 실수에 앞서도록

하는 두 집합으로 분할하는, 실수의 분할은 모두, 에 앞서는 모든 실수는

에 속하고, 가 앞서는 모든 실수는 에 속하도록 하는 를 결정한다.

이때 실수 는 의 마지막 수이거나 의 첫 번째 수이다.

22. (실수 전체에 대하여)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가 존

재하는 집합이다.

23. 임의의 실수 ,  , 에 대하여   이면,     이다.

24.   ,   인 임의의 두 실수 , 에 대하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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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기하 교재에서 공리의 목록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

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하 교재에서 공리, 공준을 필요성에 의

하여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공리로부터 연역될 수 있더라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수한 명제를

기본 가정처럼 제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하고 있다(권석일, 2006, p. 85).

이러한 새로운 공리계들의 등장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논증기하학에

서 내용의 전개는 정의, 공준 및 공리, 이미 옳다고 인정된 사실을 근거

로 순차적으로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공리계

의 완비성 관점에서 해석하면, 공리계에서는 해당 기하에서 논의될 명제

의 연역적 추론에 필요한 공리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논증기하의 교육적 가치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의 개발은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적에 꼽힌

다. 증명은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또한 수학적 사고의

핵심이며 설득의 논리로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오랫동안 증명을

가르치는 도구로 논증기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대학의 교육과정이 새

롭고 흥미로운 과목들에 주목하고, 중등교육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논

증기하는 중고등학교 교과로 내려오게 되었다.

Young(1925)은 기하 교수와 관련하여 “우리의 논증기하 교과서는 어

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2000년 전에 기

록한 유클리드의 모델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였다(Fawcett, 1966, p. 2

재인용). 이러한 제안에 따라 논증기하를 중고등학생들이 용이하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수학교사들 사이에서 인지되었

고, 그 결과 현대 교과서에서는 많은 정리가 사라지고 남아 있는 정리가

재배열되었으며, 새로운 정리가 소개되고 교수 방법도 변화하였다.

수학적 사고 능력 개발은 수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다. 수학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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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이 되는 것이 추론이며, 특히 연역적 추론은 논리적 사고와 비판

적 사고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도형

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역적 추론은 수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p. 33)”고 서술하고 있

다. 그리고 논증기하는 이러한 연역적 추론을 통해 내용을 전개시켜 나

간다.

논증기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논증기하가 어떤 점

에서 중등 학생들에게 독특하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미국의 전

국 중등교육수학 재편성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Mathematics in Secondary Education)에서 밝힌

논증기하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에게 공간 상상력을 신장시키고, 중요한 기본 명제와 그 응용에

친숙하게 하며, 연역 증명에 대한 이해와 감상 그리고 이 연역 추론 방법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정확하고 간결한 진술과 아

이디어의 논리적 조직 및 논리적 기억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10)

(Fawcett, 1966, p. 3 재인용).

Birkhoff & Beatley(1930)도 이와 유사하게 “논증기하의 핵심은 추론

능력에 있다. … 논증기하가 추론능력을 발전시키고 추론에 있어 과학적

방법을 감상하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논증기하 교수 목적에 대한 기본적

인 가치는 퇴색한다(Fawcett, 1966, p. 4 재인용).”고 하였다. 또

Beatley(1935)는 “기하의 중요한 사실들은, 관찰, 특정, 도구를 이용한 작

도, 자르기와 붙이기에 기초한 귀납을 통하거나 또는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하학적 개념과 귀납으로부터 간단한 연역을 통하여, 고등학교 1

학년11) 이전에 숙달시킬 수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10) National Committee on Mathematical Requirements (1923). The

Reorganization of Mathematics in Secondary Education (Part 1). p. 48.

Boston: Hougton Mifflin Co.
11) 본문에는 10학년으로 제시되나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고등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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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wcett, 1966, pp. 5-6 재인용).”고 하였다.

Upton(1930)은 기하교육의 목적은 기하학적 사실의 증명 방법 지도뿐

만 아니라 Keyser(1926)가 말했던 ‘만약 ~이면 ~이다’라는 If-Then 형태

의 엄밀한 사고를 익히는 것도 있으며, 이의 중요한 목적은 연역적 증명

의 본질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일상적 사고에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Keyser(1926)는 이러한 종류의 사고를 ‘자율적 사고

(autonomous thinking)’ 혹은 ‘공리적 사고(postulational thinking)’라 하

였으며, 수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학, 도덕이나 사회과학과 같은

모든 분야, 논리적으로 조직된 이론이 필요한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이

용할 수 있는 사고 방법이라고 하였다.

3. 논증기하에서 작도의 교육적 가치

작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작도제라 한다. 작도제는 어떤 주

어진 조건이나 성질을 만족하는 도형이나 도형들의 집합을 주어진 도구

들을 이용하여 작도하도록 요구되는 형태로 제시된다(한인기, 1999, p.

154).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하는 작도제는 고대 유클리드 기하의 기

본으로 오랫동안 많은 기하학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그 중에서도 각의

삼등분, 정육면체의 배적, 원적 문제와 같은 세 가지 작도 불능 문제는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추곡선과 초월곡선을 발견하고 대

수적인 수와 군론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등 더 중요한 수학적 발전을 일

구어 내었다(Eves, 1956). 이로서 작도는 그 자체로서 학문수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직관기하를 다루는 초등학교에서는 도형을 그리기 위해 눈금

있는 자, 컴퍼스를 사용한다. 측정과 관련된 용도를 제외하면 눈금 있는

자는 직선, 선분 등을 긋기 위해 사용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와 다르게 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컴퍼스를 이용

학년이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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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지름의 길이를 고정하고 원을 그리게 함으로써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원의 성질을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러고는 컴

퍼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

교에서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작도하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기하학적 패턴을 그리는 활동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직관

기하의 관점에서 작도는 학습자가 도형을 직접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도

형의 성질을 확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작도제의 해결 과정을 보면 작도가 가지는 논증기하의 교육 소재로서

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작도제는 분석-작도-증명-탐구의 과정을 거

쳐서 해결된다(한인기, 1999). 작도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은 주어진 공리들로부터 명제를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Do, 2011, p. 44). 또한 작도제 분석 과정이 증명에 대한 분석적 접근

과도 닮아 있다(Polya, 1981). 따라서 작도제의 해를 구하는 교육은 증명

교육에 대한 징검다리로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작도 수행 전후의 분석과 증명 단계에서 작도 활동은 방법상의

기술적 측면 이외에 본질적으로 도형을 성질을 이용해야만 한다. 다음은

5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수학 1 지도서(구광조, 1990)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3. 작도제의 완전해

작도제를 완전히 풀기에는

① 조건에 알맞은 도형을 작도하는 방법(작도의 공법에 기초를 둠)을

표시한다.

② 이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도형이 조건에 알맞은가를 증명한다.

③ 이렇게 하여 얻어진 것 이외에는 해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의 3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면, 그 각 경우에 대하여 위에 적은 ①, ②, ③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히 논하는

것은 수고스럽기 때문에 대개는 대표적인 하나의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간단히 결과만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

완전해는 통상 다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해석12)

조건에 적합한 도형을 작도할 수 있도록 그 도형의 성질을 조사하고,

주어진 조건과 결부시켜 그것을 작도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찾아내고,

그것에 의하여 작도법을 발견한다.

(나) 작도

해석으로 알게 된 작도의 방법을 서술한다.

(다) 증명

위의 작도에 의하여 얻어진 도형이 조건에 알맞은가를 증명한다.

(라) 음미(검토)13)

어떠한 경우에 해가 있는가 없는가? 해가 있다면 그 수는 몇 개인가?

등을 서술한다.

작도와 증명은 위의 (가), (나)에 해당한다. 해석은 작도법의 발견과

(라)의 음미에 도움을 준다. 이론상으로는 해석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해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구광조, 1990, p. 242).

이 설명에서 ‘(가) 해석’ 단계를 보면서 조건에 적합한 도형을 작도하

기 위해서는 그 도형의 성질을 조사하여 작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찾

아내게 한다. 따라서 도형의 성질을 지도하지 않은 상태로 작도의 절차

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려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작

도의 절차는 작도해내고자 하는 도형이 가지고 있는 필요조건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작도의 절

차를 알아내기 어려우며, 작도의 절차를 정당화하려면 이전에 지도하지

않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순환 논리를 발생

하게 한다.

김연식, 김흥기(1992)는 기본도형의 작도의 정당화에 대하여 다음과

12) 분석(한인기, 1999)과 동일
13) 탐구(한인기, 199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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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지도서에 기술하였다.

실제로 작도 방법에 대한 증명은 삼각형의 합동과 평면도형의 기본적

인 성질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증명은 작도법에 대

한 증명을 요구하는 등 논리의 악순환이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작도 방법은 기능의 숙달에 주력하여 엄밀한 증명은

피하고, 직관적으로 국민 학교에서 다룬 도형의 포개짐을 이용하여 설명

함이 바람직하다(김연식, 김흥기, 1992, pp. 215-126).

이와 같이 순환 논리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작도 절차에 대한 정당화

를 피하면서 작도는 점차 절차만 제시하여 기능의 숙달에 치중하거나,

단순한 그리기 활동을 하는 단원으로 다뤄지게 되고, 결국 작도 교육은

절차 암기 교육으로 비난받게 되었다(조완영, 정보나,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도형의 성질을 재인식

하고 교사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도형의 성질에 대한 학습을 확인할 수

있다(장혜원, 1997)는 점은 기존에 배운 도형의 성질을 이후의 학습에서

계속해서 활용해야 하는 논증기하교육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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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전 기하 교과서

이 장에서는 중학교 논증기하에 영향을 준 다른 유클리드(Euclid), 르

장드르(Legendre), 힐베르트(Hilbert), 버코프와 비틀리(Birkhoff &

Beatley)의 기하 교과서에서 작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작도 지도

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 내용에 집중해서 보도록 한다.

유클리드, 르장드르, 힐베르트, 버코프와 비틀리의 기하 교과서에는 모

두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을 다루고 있다. 각 논증기하의 교과서에서 작

도와 삼각형의 합동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고,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작도 지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탐색한다.

1. 유클리드 『원론』

유클리드의 『원론』에 있는 Proposition들은 명제(theorem)와 문제

(problem)로 구별할 수 있다(Heath, 1956; Hartshorne, 2000). 이 중에서

도 문제(problem)들은 주로 작도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원론』에

서는 작도제가 내용 전개 과정에 명제(Proposition)로 등장한다.

『원론』에는 작도 도구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유클리드가 플라톤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을 미루어, 요구되는 모양

(figure)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서 작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때 눈금 없는 자는 두 점을 직선으로 잇고(Postulate 1), 선분을 연

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Postulate 2), 컴퍼스는 주어진 중심과 주어진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그리는 용도(Postulate 3)로 사용된다. 이를 “ruler

and compass construction”라 부른다. 이는 작도가 눈금 있는 자나 각도

기와 같은 측정 도구, 형판, 삼각자, T자, 확대 축소 등 특수한 기능을

가진 제도기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제도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클리드가 이와 같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한 것

은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도형의 순수한 성질을 탐구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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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의 작도 도구들의 용도를 보면 교과서에 제시되는 작도와 구

별되는 점은 컴퍼스를 길이를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 용도는 『원론』 Ⅰ권 Proposition 2에서 추가된다. 『원론』 Ⅰ

권 Proposition 2와 그 증명의 과정은 <표 Ⅲ-1>과 같다.

유클리드는 Proposition 2의 증명을 단순히 컴퍼스의 각 다리를 선분

BC만큼 유지시키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BC의 길이를 반지름으

Proposition 2. 주어진 점에 주어진 선분의 길이와 같은 길이의 선분 위치

시키기

증명)

주어진 점을 A, 주어진 선분을 BC라고 하

자. 점 A에 선분 BC와 같은 길이의 선분을

위치시켜야 한다.

선분 AB가 점 A에서 점 B로 결합되도록

하고[Postulate 1], 그 위에 정삼각형 DAB를

작도한다[Proposition 1.1]. 그리고 선분 AE, BF를 각각 DA, DB로부터 연장

한다[Postulate 2]. 중심이 B이고, 반지름이 BC인 원 CGH와 중심이 D이고

반지름이 DG인 원 GKL을 그린다[Postulate 3].

그러면 원 CGH의 중심이 B이기 때문에 BC와 BG의 길이가 같다

[Definition 1.15]. 또 원 GKL의 중심이 D이기 때문에 DL과 DG의 길이가 같

다[Definition 1.15]. 그리고 그 내부에서(DL, DG내부에서) DA와 DB의 길이

가 같다. 따라서 나머지인 AL과 나머지 BG의 길이도 같다[Common Notion

3]. 하지만 BC와 BG도 길이가 같다. 따라서 AL, BC는 BG와 길이가 같다.

동일한 것(BG)과 같은 것들(AL, BC)은 서로 같다[Common Notion 1]. 따라

서 AL과 BC는 같다.

따라서 선분 AL은 주어진 BC와 같고, 점 A에 위치한다.

<표 Ⅲ-1> 유클리드 『원론』 Ⅰ권 Proposition 2 증명(Heath, 1956,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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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원을 만든 후, 임의의 반지름을 그어서 점 A로부터 선분 BC와

같은 길이의 선분을 작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Postulate 1, 2, 3으

로부터 컴퍼스가 길이 보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14)

Proposition 2를 통해 컴퍼스에 길이 보존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

소한의 공리 설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유클리드 『원론』에서 작도제의 증명

『원론』의 분석 결과 유클리드는 작도와 관련된 Proposition의 증명

에서 공통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는

『원론』 Ⅰ권 Proposition 23의 증명이다.

14) 몇몇의 사람들은 이를 “collapsible compass”라 불렀다. (Hartshorne, 2000,

p. 20)

Proposition 23. 주어진 각과 동일한 각

을 주어진 직선 위에 작도하기

증명)

AB가 주어진 직선이고, A는 그 위에

주어진 점이며, DCE는 주어진 각이라고

하자. 이제 주어진 각 DCE와 동일한 각

을 주어진 직선 AB 위의 주어진 점 A에

작도해야 한다.

① 점 D와 점 E는 CD와 CE에서 임의로 정했다 하고, DE를 잇자. 그리고

삼각형 AFG는 각각 CD, DE, CE와 같은 세 선분 AF, AG, FG를 이용하여

작도된 삼각형이라 하자[Proposition 1.22].

<표 Ⅲ-2> 유클리드 『원론』 Ⅰ권 Proposition 23 증명(Heath, 1956, pp.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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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에서 『원론』에서의 작도와 관련된 Proposition 증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① 점 D와 점 E는 CD와 CE에서 임의로 정했다 하고, DE를 잇

자. 그리고 삼각형 AFG는 각각 CD, DE, CE와 같은 세 선분 AF, AG,

FG,를 이용하여 작도된 삼각형이라 하자[Proposition 1.22].’에서 작도의

절차를 제시한다.

둘째, ‘② 그러면 DC와 CE가 각각 FA와 AG와 같고, DE와 FG는 동

일하므로 각 DCE는 각 FAG와 같다[Proposition 1.8]. 따라서 각 FAG는

주어진 각 DCE와 같고, 주어진 AB 위의 점 A에서 작도되었다.’에서 작

도 절차에 대해 정당화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즉, 『원론』은 작도와 관련된 Proposition을 다룰 때 ‘작도 절차 제시

– 작도 절차의 정당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유클리드는 작도제를 <표 Ⅲ-3>과 같은 순서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1.2 유클리드 『원론』에서 존재성

『원론』에서는 내용의 전개 과정에 작도제와 명제가 함께 등장한다.

이 때 작도제는 문제(problem)의 형태로 서술되는데, Hartshorne(2000)는

“유클리드가 문제(problem)에 대한 해법을 작도의 형식으로 내놓는 과정

을 현대의 수학자들이 구하고자 하는 형태의 존재성에 대한 증명을 제시

② 그러면 DC와 CE가 각각 FA와 AG와 같고, DE와 FG는 동일하므로 각

DCE는 각 FAG와 같다[Proposition 1.8].

따라서 각 FAG는 주어진 각 DCE와 같고, 주어진 AB 위의 점 A에서 작

도되었다.

1단계 : 작도 절차 제시

2단계 : 작도 절차의 정당화

<표 Ⅲ-3> 『원론』의 작도제 증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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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p. 2)”고 하였다. 즉, 『원론』에서는 존재성에

대한 증명의 방식으로 작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유미영,

최영기, 2015; 김창수, 강정기, 2017).

『원론』의 서술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Postulate 1,

Postulate 2, Postulate 3이 작도 도구의 용법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작도

적 접근방법은 유클리드 기하의 초기 전제이며, 작도의 기본이 되는 직

선과 원에 대한 존재성을 보인 증명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예시로 <표 Ⅲ-4>는 『원론』 Ⅰ권 Proposition 1과 그 증명이

다.

Proposition 1. 주어진 유한한 선분을 이용하여 정삼각형 작도하기

증명)

주어진 유한한 선분을 AB라고 하자. 이제 선분

AB를 이용하여 정삼각형을 작도해야 한다.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AB인 원 BCD가 그려

졌다 하고[Postulate 3], 중심이 B이고, 반지름이 BA인 원 ACE가 그려졌다

하자[Postulate 3]. 그리고 선분 CA와 CB는 그 원들이 서로를 절단하는 점 C

로부터 점 A, 점 B로 연결된다[Postulate 1].

그리고 점 A가 원 CDB의 중심이므로 AC는 AB와 같다[Definition 1.15].

또 점 B가 원 CAE의 중심이므로 BC는 BA와 같다[Definition 1.15]. 하지만

CA도 AB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A와 CB는 각각 AB와 같다.

그리고 동일한 것(AB)에 같은 것들(CA, CB)은 서로 같다[Common Notion

1]. 따라서 CA는 CB와 같다. 따라서 세 (선분) CA, AB, BC는 서로 같다.

따라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고, 주어진 유한한 선분 AB로부터 작도

되었다.

<표 Ⅲ-4> 유클리드 『원론』 Ⅰ권 Proposition 1 증명(Heath, 1956, pp.

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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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1에서 유클리드는 정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 Postulate 3

과 Postulate 1을 이용하여 동일한 반지름을 가지는 원 3개를 서로의 원

주에 중심을 갖도록 한 점씩 겹치게 작도한다. 이를 통해 정삼각형을 ‘그

려내는’ 방법 설명됨으로써 정삼각형의 존재성이 보장된다.

1.3 유클리드 『원론』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

의 합동 조건

『원론』에서는 Proposition 4(SAS 합동), 8(SSS 합동), 26(ASA와

AAS 및 SAA 합동)을 통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증명한다.

Proposition 8, 26은 Proposition 4의 내용을 이용하여 증명하므로

Proposition 4의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Ⅲ-5>. Proposition 4의

증명을 읽어보면 작도를 통해서 삼각형의 합동을 증명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15) 유클리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Common Notion 4에 근거하

여 겹쳐보기를 통해서 증명한다. 또, Proposition 4 증명 과정 중 ‘만약

점 B와 점 E가 겹쳐지고, 점 C와 점 F가 겹쳐지는데 변 BC와 변 EF가

안 겹쳐진다면 두 변 사이에 닫힌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는 불가능하다

[Postulate 1].’에서 귀류법16)을 사용한다. 두 삼각형의 대응하는 두 변과

그 끼인각을 겹쳤을 때 꼭짓점을 공유하는 나머지 변들 사이에 닫힌 공

간이 생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용하는데, 이때 모순의 근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다’는 Postulate 1이다.

15) Heath(1956)는 Proposition 2에서 작도가 필요한 경우 정확하게 construct라

표현한다. Proposition 4의 증명에서는 모두 apply라는 동사를 이용하여 도형

을 겹쳐봄으로써 증명하고 있다.
16) 유클리드가 귀류법을 처음 생각해 낸 수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귀류법을 완

전한 증명법의 하나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수학자라고는

할 수 있다(권석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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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은 Proposition 22의 증명이다. Proposition 20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

과 관련된 명제이고, Proposition 22는 Proposition 20을 만족하는 세 선

분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하는 명제이다.

Proposition 4. 두 삼각형의 두 변이 각각 같고, 두 변 사이의 각도 서로 같

다면 그들은 나머지 변도 같게 가질 것이다. 즉 두 삼각형은 합동이고, 동일

했던 두 변의 각각의 대각도 서

로 같게 된다.

증명)

삼각형 ABC, DEF에서 두 변

AB, AC가 DE, DF와 각각 같다 하자. AB는 DE와 같고, AC는 DF와 같다.

그리고 각 BAC는 각 EDF와 같다고 하자. 이제 밑변 BC도 EF와 같고, 삼각

형 ABC도 삼각형 DEF와 같을 것이고, 나머지 각들도 같은 변에 대한 대각

들끼리 같을 거라(각 ABC는 각 DEF와 같고, 각 ACB는 각 DFE와 같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삼각형 ABC를 삼각형 DEF에 겹쳐보면 점 A가 점 D에 겹쳐지고, 선분

AB가 선분 DE에 겹쳐지면 지면, 선분 AB가 선분 DE와 같기 때문에 점 B가

점 E에 겹쳐진다. 또한 각 BAC와 각 EDF가 같으므로 선분 AB가 선분 DE

와 겹쳐지고, 선분 AC가 선분 DF와 겹쳐진다. 따라서 AC와 DF가 같으므로

점 C가 점 F가 겹쳐진다. 하지만 점 B도 점 E와 겹쳐진다. 따라서 선분 BC

는 선분 EF와 겹쳐진다. 만약 점 B와 점 E가 겹쳐지고, 점 C와 점 F가 겹

쳐지는데 변 BC와 변 EF가 안 겹쳐진다면 두 변 사이에 닫힌 공간이 생

기게 된다; 이는 불가능하다[Postuate 1]. 따라서 변 BC와 변 EF는 일치하

고, 합동이다[Common Notion 4]. 따라서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와 일치

하고, 합동이다. 나머지 각들도 서로 일치하고, 합동이다; 각 ABC는 각 DEF

와 일치하고, 각 ACB는 각 DFE와 일치한다.

<표 Ⅲ-5> 유클리드 『원론』 Ⅰ권 Proposition 4 증명(Heath, 1956, pp.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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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22. 주어진 세 선분과 동일

한 세 선분을 이용하여 삼각형 작도하기.

필수적으로 세 선분 중 임의의 두 개를 택

한 것의 합이 나머지 한 개의 선분보다 커

야 한다. [Proposition 1.20 (모든 삼각형에

서 임의로 택한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로 인한 사실임]

증명)

A, B, C가 주어진 세 선분이고, 이 중 임의의 두 개의 선분의 합이 나머지

한 개의 선분보다 크다고 하자. 그래서 A와 B의 합이 C보다 크고, A와 C의

합이 B보다 크고, B와 C의 합이 A보다 크다. 이제 A, B, C와 동일한 선분들

로부터 삼각형을 작도해야 한다.

(반)직선 DE가 종점 D에서 점 E의 방향으로 끝없이 그려진다 하자. DF가

A와 같고, FG가 B와 같고, GH가 C와 같다고 하자[Proposition 1.3]. 그리고

중심이 F이고 반지름이 FD인 원 DKL이 그려졌다 하자. 또, 중심이 G이고

반지름이 GH인 원 KLH가 그려졌다 하자. 그리고 KF와 KG가 교차했다 하

자. 나는 삼각형 KFG가 A, B, C와 동일한 세 선분들로 작도되었다고 주장한

다.

점 F가 원 DKL의 중심이므로 FD가 FK는 같다. 이때 FD는 A와 같다.

그러므로 KF도 A와 같다. 동일하게, 점 G가 원 LKH의 중심이므로 GH는

GK와 같다. 이때 GH는 C와 같다. 그러므로 KG도 C와 같다. 그리고 FG도 B

와 같다. 따라서 세 선분 KF, FG, GK는 각각 A, B, C와 같다.

따라서 삼각형 KFG는 각각 선분 A, B, C와 동일한, KF, FG, GK로 작도

되었다.

<표 Ⅲ-6> 유클리드 『원론』 Ⅰ권 Proposition 22 증명(Heath, 1956, pp.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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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명제는 SSS 합동 조건을 증명한 Proposition 8보다 뒤에 등장하

며, 『원론』 전체에서 Proposition 22는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Proposition 23의 증명에서만 사용된다. 이로부터 유클리드는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클리드는 공리적 사고의 기본을 만든 수학자로, 『원론』은 그 구조

에 있어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후대에 이르러 일부 논리상의 문제점

이 발견된다. 그중 하나는 Proposition 1과 22의 증명 과정에서 연속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서 두 원의 교점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대에는 데데킨트 공리를 이

용하여 원과 직선의 교점과 원과 원의 교점에 대한 존재성을 증명한다

(Heath, 1956)

Ÿ 데데킨트의 공리 : 직선의 모든 점이 두 영역에 속해서 첫 번째 영

역의 모든 점이 두 번째 영역의 모든 점의 왼쪽에 놓이면, 모든 점

을 두 영역으로 나누는 점은 하나뿐이다. 이는 직선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Ÿ 원과 직선의 교차 : 직선이 원 내부에 한 점, 원 외부에 한 점을 가

지면, 그 직선은 원과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Ÿ 원와 원의 교차 : 주어진 평면에서 원 가 다른 원  ′ 내부에 한

점 가 있고, 다른 원  ′외부에 한 점 가 있는 경우 두 원은 두

점에서 교차한다. (Heath, 1956, pp. 236-238)

2.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

본 절의 내용은 Davies(1861)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는 공준 4~8을 통해 작도 가능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 전개에 필요한 보조선의 경우 그것이

그려질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여 ‘construct’라는 표현 대신

‘describe, terminate’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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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도제는 3장과 4장의 말미에 “problems relating to the first and

third books”에서 연습문제 형식으로 한 번에 제시된다. 그래서 작도제는

내용 전개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학습 말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형식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한 작도부터 시작해서 복

잡한 작도제를 소개하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작도 도구에 대한 소

개는 없다. 그러나 작도제에 대한 작도 절차의 분석을 통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작도임을 알 수 있다.

2.1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

에서 작도제의 증명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작도는 3장과 4장

의 말미에 “problems relating to the first and third books”에서 문제 형

식으로 제시된다. [그림 Ⅲ-1]과 같이 작도제가 제시되고 그 증명이 바

로 연달아서 제공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과정을 거쳐서 증명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림 Ⅲ-1]은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에 대한 작도제이

다. [그림 Ⅲ-1]에서의 서술을 살펴보면 “From the vertex  ... and the

angle  will be equal to the given angle .” 에서 작도 절차 제시

하고 “For, the two arcs ,  ... therefore, the angles , ,

measured by them, are also equal(p. 15).” 에서 작도 절차의 정당화를

진행한다. 즉, 작도제의 증명은 ‘작도 절차 제시 – 작도 절차의 정당화’

의 순서로 진행됨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원론』의 방

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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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Problem 4.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Davies,

1861, p. 78)

2.2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

에서 존재성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작도는 내용 전개

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작도로 도형의 존재성을 증명하지 않는

다. 대신에 보조선과 같이 필요한 도형의 작도 가능성을 공리로 설정하

였고, 이 공리를 이용하여 도형이 작도 가능한 대상이라 보고 존재성을

보장하고 내용을 전개하는 가설적 작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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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

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는 명제와 작도제를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증명된 후에 삼각형의

작도에 대한 작도제가 나오게 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Proposition

5(SAS 합동), 6(ASA 합동), 10(SSS 합동)의 순서로 다뤄진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증명은 『원론』과 마찬가지로 겹쳐보기를 통하

여 증명한다. [그림 Ⅲ-2]는 SAS 합동에 대한 명제이다. 점 가 점 와

겹쳐지고, 점 가 점 와 겹쳐짐을 보인 후, 마지막 단계에서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오직 하나’라는 공리 11을 이용

해서 두 도형이 겹쳐짐을 증명한다.

[그림 Ⅲ-2] Proposition 5. 삼각형의 SAS 합동(Davies, 186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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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은 ASA 합동에 대한 명제이다. 가 와 방향으로 겹

쳐지고, 가 와 같은 방향으로 겹쳐짐을 보인 후, 마지막 단계에서

Proposition 2의 corollary인 ‘두 직선의 교점은 1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를 이용해서 가 와 겹쳐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그림 Ⅲ-3] Proposition 6. 삼각형의 ASA 합동(Davies, 1861, p. 25)

[그림 Ⅲ-4]는 SSS 합동에 대한 명제이다. 이 명제의 증명은 귀류법을

이용하여 진행된다. 두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그 끼인각의 크

기가 같지 않은 경우(큰 경우, 작은 경우)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모순이 발생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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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Proposition 10. 삼각형의 SSS 합동(Davies, 1861, pp.

28-29)

[그림 Ⅲ-5]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양 끝 각이 아니다)의 크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삼각형의 작도를 다루는 작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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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Problem 8-10. 삼각형의 작도(Davies, 1861,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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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에서 Problem 8, 9, 10의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작도 절차

의 정당화의 근거로 각각 Proposition 5, 6, 10을 들고 있다. 즉 삼각형의

작도 절차의 근거를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3.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

본 절의 내용은 Hilbert(1971)를 근거로 작성된다. 『Foundations of

Geometry』는 기하학에서 논증의 기본이 되는 공리, 가설, 보조가 필요

한지 밝히고자 한 연구(Hilbert, 1971, p. 107)여서 작도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대신에 7장 Geometric constructions based on axioms

Ⅰ-Ⅳ에서 결합, 순서, 합동, 평행공리가 만족할 때 작도가 수행될 수 있

으며, 각 작도제가 어떤 도구를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 5차방정식

을 풀 수 없다는 아벨의 정리, 평행공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 와 

를 대수적으로 작도할 수 없다는 헤르마이트와 린데만의 정리의 중요성

을 언급한다.

3.1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 존

재성

힐베르트는 내용 전개 과정에서 작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 작도와 존재성의 관계는 알 수 없다.

힐베르트는 도형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따로 언급하진 않고 르장드르처

럼 작도 가능성을 공리계에서 서술한다. 또한 Hilbert 공리계는 완비성을

가진 공리계로 작도의 과정에서 필요한 교점의 존재성 보장에 대한 부분

을 연속공리군을 통해 보완하였다(Heath,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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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 삼

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힐베르트는 삼각형의 작도를 다루지 않으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Theorem 12(SAS 합동), 13(ASA 합동), 18(SSS 합동)에서 다루는데,

Theorem 13은 증명 없이 명제만 서술되어 있다. [그림 Ⅲ-6]과 [그림 Ⅲ

-8]에서 보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증명에는 공통적으로 각의 작도의

유일성(Axiom Ⅲ, 4)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힐베르트는 Axiom Ⅲ, 4의

필요성을 “각의 작도도 선분의 작도17)처럼 정확하게 처리된다. 각의 작

도 가능성 이외에도 유일성이 공리적으로 필요하다(Hilbert, 1971, p.

11)”로 설명한다.

[그림 Ⅲ-6]에서 SAS 합동의 증명은 Axiom Ⅲ, 5를 통해 나머지 두

각의 합동을 보장한 후에 남은 한 변이 서로 합동인지 확인한다. 확인에

는 와 ′ ′이 다르다고 가정한 뒤 모순을 밝히는 귀류법을 적용하는

데, 이때 모순의 근거는 각의 작도의 유일성을 다룬 Axiom Ⅲ, 4이다.

17) 선분의 작도의 유일성은 Axiom Ⅲ, 4와 Axiom Ⅲ, 5를 이용하여 증명한다

(Hilbert, 197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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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Theorem 12. SAS 합동 조건(Hilbert, 1971, p. 14)

SSS 합동 조건의 경우 기존의 기하 교과서들과 다르게 증명하는데,

Theorem 17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림 Ⅲ-7]은 Theorem 17의 증명이다. 주어진 상황을 보면 선분 
를 기준으로 ≡ 이고 ≡이다. 그러면 ∆와 ∆
가 모두 이등변삼각형이므로 각 삼각형의 두 밑각에 대하여∠≡∠이고 ∠≡∠가 되어 ∠∠가 된

다. 이후에는 Axiom Ⅲ, 5에 의해 ∠ ∠를 보장할 수 있다.

결국 SSS 합동의 특수한 경우에 대한 증명이 되는데, 한 선분을 공유하

는 선대칭인 두 삼각형은 합동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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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Theorem 17. 선대칭 도형의 합동(Hilbert, 1971, p. 17)

[그림 Ⅲ-8]은 SSS 합동 조건에 대한 증명이다. 이 증명에서는∠를 반직선 ′′에서 ′를 기준으로 작도하고 ′≡인 를′과 같은 영역에 잡고, 같은 방식으로 ′과 반대 영역에 ″를 잡아서∆와 합동인 ∆′ ′과 ∆′″ ′를 그린다. 그러면 ′″≡′ ,″ ′≡ ′이고 ′″≡′′ , ″ ′≡′ ′이므로 Theorem 17에 의해

∠″′ ′ ∠′ ′이고 ∠″′ ′ ∠′′ ′이다. 이때 Axiom Ⅲ, 4

에 의해 동일한 각은 한 영역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작도될 수 있기

때문에 ′는 ′′와 동일하고, 결국 ∠∠′′ ′이다. 따라서
SAS 합동(Theorem 12)에 의해 두 삼각형은 합동임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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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Theorem 18. SSS 합동 조건(Hilbert, 1971, pp. 17-18)

4.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

본 절의 내용은 Birkhoff & Beatley(1959)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Basic Geometry』는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처

럼 작도제를 내용 전개 과정에서 등장시키지 않고 한 번에 연습문제의

형태로 제공한다. 6장 Constructions with Straightedge and Compa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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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도의 도구는 눈금 있는 자, 각도기, 컴퍼스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4.1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작도

제의 증명

『Basic Geometry』 6장에서는 다양한 작도제를 다룬다. 연습문제 형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작도의 과정이 끝까지 다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이 기하 교과서에서 사용한 발문을 [그림 Ⅲ-9]와 [그림 Ⅲ-10]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9]는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

하는 작도제이고, [그림 Ⅲ-10]은 주어진 점에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을 작도하는 평행선 작도에 대한 작도제이다.

[그림 Ⅲ-9]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Birkhoff & Beatley,

1959,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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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평행선 작도 (Birkhoff & Beatley, 1959, p. 174)

[그림 Ⅲ-9]에서는 “Prove that your construct is correct”라는 발문을

통해 작도 후 작도 절차를 정당화하게 하고 있고, [그림 Ⅲ-10]에서는

작도의 절차를 적어주고, “Why?”라는 발문을 통해 해당 작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게 한다.

4.2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존재

성

버코프와 비틀리는 공리계에서 도형의 작도 가능성과 관련된 공리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Basic Geometry』에 제시되는 증명을 보면 도

형을 작도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로부터 『Basic Geometry』

에서도 도형의 존재성과 작도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내용을 전

개하는 가설적 작도를 수행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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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삼각

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Basic Geometry』에서는 Principle 5(닮음공리)에서 SAS 닮음을 공

리로 제공하고, Principle 6에서 AA 닮음, Principle 8에서 SSS 닮음을

증명하고 닮음의 특수한 경우로, 변의 길이의 비율이 1일 때는 합동

(Birkhoff & Beatley, 1959, p. 80)임을 서술한다. 추가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Corollary 12a(RHS 합동)를 확인한다.

[그림 Ⅲ-11]은 AA 닮음에 대한 증명이다. ∠∠′′ ′와∠∠′는 주어진 조건이고, 임의의 실수 에 대해 ′′  ∙라
설정한다. 이때 ′ ″  ∙인  ″을 ′ ′위에 놓으면 Principle 5(닮

음공리)에 의해 ∆와 ∆′′ ″은 닮음이므로 ∠∠′′ ″이
된다. 주어진 조건 ∠∠′′ ′에 의해 ∠′′ ″ ∠′′ ′이므
로  ″은 ′ ′와 ′ ′ 위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때 두 직선의 교점

은 1개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  ′와 일치해야 하고, ′ ′  ∙
이므로 ∆와 ∆′′ ′은 닮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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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AA 닮음 (Birkhoff & Beatley, 1959, pp. 72-73)

[그림 Ⅲ-12]는 SSS 닮음에 대한 증명이다. 먼저 ∠와 크기가 같

은 ∠′′ ″을 ′′를 기준으로 점  ′와 반대 영역에 작도하여

Principle 5(닮음공리)에 근거하여 ∆와 닮음인 ∆′′ ″을 만들면∠′ ″′ ∠이고 ′ ″  ∙라 둔다. 이때 주어진 조건에서′ ′  ∙이므로 ∆′ ′ ″에서 ′ ′ ′ ″임을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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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라 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 ′ ″에서∠′ ′ ″ ∠′ ″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 ′′ ∠′ ″′이다.
한편 ∆와 ∆′′ ″의 닮음으로부터 ∠′ ″′ ∠였으므로∠′ ′′ ∠이고, Principle 5(닮음공리)에 의해 ∆와∆′′ ′는 닮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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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SSS 닮음 (Birkhoff & Beatley, 1959,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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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의 작도는 6장에서 연습문제로 다뤄진다. [그림 Ⅲ-13]은 삼각

형의 작도와 관련된 작도제이다. 작도의 절차를 서술하지 않고 작도할

내용과 발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의

작도에서는 삼각형이 작도되지 않는 변의 길이 쌍의 특성에 대한 발문을

제공하고 있고,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의

작도에서는 주어진 두 각이 양 끝 각일 때(Case 1)와 그렇지 않을 때

(Case 2)로 나누어서 작도한 후 각 작도에 대해 증명하도록 발문한다.

[그림 Ⅲ-13] 삼각형의 작도 (Birkhoff & Beatley, 1959,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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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 개정 교과서

우리나라의 기하교육과정은 직관기하, 논증기하, 해석기하로 구분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기하는 직관기하로 분류된다. 그래서 중

학교 수학 1의 교과서를 보면 평행선의 성질에서 동위각의 크기가 같음

은 직접 각의 크기를 재거나 비교해보는 실험을 통해서, 원주각과 호의

길이 및 부채꼴의 넓이의 관계는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직

관적으로 지도한다. 반면에 평행선의 성질에서 엇각의 크기가 같음은 이

전에 얻어낸 평행선에서의 동위각이 갖는 성질과 맞꼭지각의 성질을 이

용하여 증명하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임을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과 다르게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새롭게 증명하는 등

평면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단원에서는 대부분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질들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중학교 1학년 기하에서 논증기하적인 부

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하는 직관기하

에서 논증기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로 한다.

작도와 작도제의 해결 과정에서는 작도의 직관기하와 논증기하에 해당

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컴퍼스로 원을 그리면서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삼각형을 작도하면서 그 작도의 결과가 삼각형이 되는지, 아닌지

등을 시각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작도는 직관기하의 면모를 가

지고 있다. 반면에 작도제는 분석-작도-증명-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

(한인기, 1999)하게 되는데, 분석의 과정은 작도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

하고 작도하고자 하는 도형의 성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Polya,

1981)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증명의 과정은 논증기하에서 하

는 증명과 동일하다는 면에서 논증기하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작도는 직관기하와 논증기하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기하에

서 다루기 적합한 학습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하와 작도의 직관기하와 논증기하적인 특

성 중 논증기하적인 특성에 맞춰서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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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적인 면모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교재가 논증기하적인 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논증기하 교재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논증기하와 관련된 고전 기하 교과

서들과 비교하여 작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2015 개정 교과서를 분석한다.

1. 분석 방법

<표 Ⅳ-1>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작도와 관련된 부

분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다.

내

용

체

계

영역 기하

핵심개념 평면도형

일반화된

지식

주변의 형태는 여러 가지 평면도형으로 범주화되고, 각각의

평면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내용요소
기본 도형

작도와 합동

성취기준

1□

기본

도형

[9수04-01] 점, 선, 면, 각을 이해하고, 점, 직선, 평

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수04-02]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엇각의 성질을 이

해한다.

2□

작도와

합동

[9수04-03]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9수04-04]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

용하여 두 삼각형이 합동인지 판별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Ÿ 점, 선, 면, 각과 관련된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직관적으

로 이해하게 한다.

Ÿ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게 한다.

Ÿ 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구를 이용하여 합동과 닮음이 의

미를 이해하게 한다.

<표 Ⅳ-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 작도와 관련된 내용체계 및 성취기

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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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에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요소로 ‘작도와

합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도와 합동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성취기준의 제시 순서를 보면 삼각형의 작도 지도 후

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도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순서를 추측할 수

있다.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군으로 작성

되기 때문에 그 지도의 순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전학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내용 소실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교과

서들이 비슷한 순서와 방법으로 교과서를 서술하고 있다.

1.1 분석 대상 및 범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교과

서 중심의 수학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작도 교육이 어

떻게 이루어지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5 개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작도를 다루는 대단원에서 내에서 탐구활동, 개념 설

명, 예제 및 문제 등 해당 단원 서술 전체를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

를 정리하면 <표 Ⅳ-2>와 같다.

출판사 기호 대단원 해당 쪽수

ㄱ 기본 도형과 작도 142-191

ㄴ 기본 도형 153-193

ㄷ 기본 도형과 작도 143-179

ㄹ 도형의 기초 140-187

ㅁ 기본 도형 150-191

ㅂ 기본 도형 142-185

ㅅ 기본 도형 140-179

ㅇ 기본 도형 144-191

ㅈ 도형의 기초 140-184

ㅊ 도형의 기초 148-193

<표 Ⅳ-2> 교과서 10종에서 작도를 다루고 있는 단원 및 해당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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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 내용 및 분석틀

논증기하의 공리 체계, 고전 기하 교과서에서 확인했던 작도제 증명

체계와 도형의 존재성 및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증명 방식에 대해서

<표 Ⅳ-3>과 같이 S-DA(Definition & Axiom), C-D(Demonstration),

C-E(Existence), C-UC(Uniqueness & Congruence)로 나눠서 교과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기준 S-DA는 중학교 1학년 기하의 완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학교수학에서 논증기하 부분은 엄밀한 공리적 전개를 하지 않

고 있으므로(우정호, 2017) 이 분석기준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작도

제를 다루기 위한 선수학습의 정도가 충분한지 분석하도록 한다. 즉, 작

도제를 다루기 전에 작도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정의와 공리가 잘 제

시되어 있나에 대한 분석한다. 논증기하에서 작도는 정의와 공리로부터

정당성을 얻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기준 C-D에서는 작도 절차의 정당화 진행 방식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작도제를 다루는 고전 기하 교과서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

로 작도 후 작도 절차의 정당화를 진행한다. 『원론』과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는 작도제에 대해서 작도 절차를 서술하

고, 그 작도 절차가 구하고자 했던 결과가 맞는지에 대한 증명을 서술하

였다. 반면 『Basic Geometry』에서는 작도의 과정에 대해 스스로 증명

하게 하거나, 작도 과정에 영향을 준 명제(정리)를 묻는 발문을 제시한

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증명의 수준이 아니더라

도 의미 있는 작도 절차에 대한 정당화를 진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분석기준 C-E에서는 작도로 도형의 존재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자

한다. 유클리드 『원론』에서 도형의 작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도형의

존재성을 증명한다. 다른 고전 기하 교과서의 경우 도형의 작도 가능성

을 공리에 포함시켜서 도형이 작도 가능한 것으로 그 존재성을 가정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작도로 도형의 존재성을 증명한다는 의의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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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작도를 지도하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주요요인이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교과

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기준 C-UC는 삼각형의 결정, 즉 삼각형 작도의 결과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지 또는 합동인 삼각형이 작도되

었음을 어떻게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고전 기

하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의 작도를 다루지 않거나, 단순히 작도제로만 다

루거나,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위해 먼저 해결하는 작도

제로 다루고 있어 삼각형의 작도가 삼각형의 결정 또는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와 연관성이 적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고유적인

내용으로 보고 분석을 하도록 한다.

분석기준 분석기준의 내용 세부분석기준 세부분석기준의 내용

S

(System)

논증기하의

공리 체계를

따르는가

S-DA

(Definition

& Axiom)

작도제 제시 전 필요

한 정의와 공리 제시

여부

C

(Construction)

논증기하

관점에서 적절한

작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C-D

(Demonstration)

작도 절차의 정당화

진행 방법

C-E

(Existence)
도형의 존재성 증명

C-UC

(Uniqueness

& Congruence)

삼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합동인 삼각형

의 작도의 정당화

<표 Ⅳ-3> 교과서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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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2.1. 작도제 제시 전 필요한 정의와 공리 제시 여부

(S-DA)

2015 개정 중학교 수학에서는 공리라는 용어를 다루지 않고, 직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과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소적

조직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 논증기하 부분은

엄밀한 공리적 전개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우리나라 교과서는

고전 기하 교과서들처럼 무정의 용어, 용어의 정의와 공리를 모아서 한

번에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명제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의

정의나 공리는, 해당 단원 내에서 명제 지도 전에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기준에서는 교과서가 논증기하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작도제에 한하여 완비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작도제에서 필요한 정의 및 전제가 무

엇인지 분석하고, 그 전제를 작도제 지도 전에 다루고 있는가를 확인하

였다.

작도는 직선과 원들의 교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선과 원들의 교

점의 존재성 여부에 대한 공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원

론』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고, 힐베르트는 공리계를 확장함으로써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작도에 대해서 각

작도의 과정에서 필요한 공리를 완비성이 있다고 알려진 Hilbert 공리계

를 기준으로 확인해보도록 한다.

2.1.1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그림 Ⅳ-1]은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다. [그림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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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도의 절차는 작도 도구의 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작도의 결과가 주어진 선분을 옮겼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Hilbert 공리계에 기준을 두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 교과서의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➊ 직선 위에 한 점 는 Axiom Ⅰ, 3에 의해 존재성이 보장된다.

➋➌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인 원을 그리는데, 점 는 직선

과 원의 교차로 생긴 점이므로 Axiom Ⅴ, 2(직선의 완비성 공리)에 의

해 존재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작도의 결과는 Axiom Ⅲ, 1에 의해 ≡이다.

2.1.2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한 뒤에는 각의 이동을 위해

[그림 Ⅳ-2]와 같이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진행한다. 사

실 이 작도는 Axiom Ⅲ, 4에서 각의 작도의 유일성을 공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도 가능성과 결과는 이미 보장된다. 그러나 작도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작도의 과정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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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교과서의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➊ ∠≡∠인 ∠를 작도한 것이다. 여기서 , 는 직선

과 원의 교차로 생겨난 점이므로 Axiom Ⅴ, 2(직선의 완비성 공리)에

의해 존재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➋ 점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인 원을 그리는데, 점 는

Axiom Ⅴ, 2(직선의 완비성 공리)에 의해 존재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➌ 점 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인 원을 그려야 하는데, 이는

Axiom Ⅲ, 1.에 의해 선분의 작도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➍ 점 는 두 원의 교차로 생겨난 점이므로 Axiom Ⅴ, 2(직선의 완비

성 공리)에 의해 존재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작도의 결과는 ∆와 ∆가 SSS 합동이 되어서, 혹은 반지름

의 길이가 같은 두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므

로 ∠와 ∠는 서로 같다. 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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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작도에 대한 작도제에서는 삼각형의 결정이 아니라, 삼각형

의 작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그림 Ⅳ-3] 교과서의 삼각형의 작도 내용 전개 방식 예시

➊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내용과 동일하다.

➋ Axiom Ⅲ, 1에 의해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을 그릴 수 있다.

➌ Axiom Ⅲ, 1에 의해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을 그릴 수 있다. 이

때 두 원의 교점 는 두 원의 교차로 생겨난 점이므로 Axiom Ⅴ, 2(직

선의 완비성 공리)에 의해 존재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➍ Axiom Ⅰ, 1에 의해 선분 와 선분 를 그을 수 있다.

작도의 결과,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삼각형이

작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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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작도

➊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내용과 동일하다.

➋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내용과 동일하다.

➌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내용과 동일하다.

➍ Axiom Ⅰ, 1에 의해 선분 를 그을 수 있다.

작도의 결과,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삼각형이

작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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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작도

➊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내용과 동일하다.

➋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내용과 동일하다.

➌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내용과 동일하다.

➍ Axiom Ⅳ(평행공리)에 의해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

고, 일치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므로 교점 의 존재성이 보장된다.

작도의 결과,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삼각형이

작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교과서에서 작도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는 점, 직선, 반

직선, 교점, 각, 원, 중심, 반지름, 삼각형, 같다, 작도가 있고, 작도제에

주어진 조건의 이해를 위해 대변, 대각, 끼인각, 양 끝 각을 알아야 한다.

모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기본도형과 위치 관계를 작도 지도

전에 먼저 지도한다. 이 중단원에서는 점, 선, 면은 무정의 용어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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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점, 선분, 반직선, 직선, 각, 엇각, 동위각, 평행 등의 용어의 정의를 제

시한다. 그 후 작도를 다루는 중단원에서는 ‘기본도형의 작도’의 도입 부

분에서는 작도의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삼각형의 작도’를 시작하기 전

에는 ‘△ABC, 대변, 대각’의 정의를 제시한다. 반면, 원, 중심, 반지름, 삼

각형, 같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지도되며, 끼인각과 양 끝 각에 대한 정

의는 지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작도에 필요한 대부분의 용어는 중학교 1

학년 전에 충분히 지도되고 있으나, 끼인각과 양 끝 각에 해당하는 용어

는 정확한 정의가 지도되지 않고 주어진 변에 따른 각의 위치에 따라 직

관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Hilbert 공리들은 위대한 수학자들도 그 필요성을 파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까다롭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대

부분의 공리들은 시각에 의해 직관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각과 직관에 의해 암묵적 공리로 처리된다. 그러나 몇

가지 공리들은 교과서 상에서 지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의 작도제에서 사용한 힐베르트의 공리와 그에 대응하는 교과서의 지도

내용은 <표 Ⅳ-4>와 같다.

Hilbert 공리 교과서 지도 내용 예시

Axiom Ⅰ, 3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호경 외, 2018, p.

146).

Axiom Ⅰ, 1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고호경 외, 2018, p.

147).

Axiom Ⅳ

(평행공리)

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➊ 한 점에서 만난다. ➋ 평행하다. ➌ 일치한다.
(고호경 외, 2018, p. 157)

Axiom Ⅲ, 1
컴퍼스는 원을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재어 옮길 때 사용한다

(고호경 외, 2018, p. 172).

Axiom Ⅴ, 2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표 Ⅳ-4> 작도 학습을 위해 필요한 Hilbert 공리에 해당하는 교과서 지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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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에서 평면 위에서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고등학교 1

학년 수학에서 지도되고 있어 작도 지도 전에 제공되지 않는 공리이다.

Axiom Ⅴ, 2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외에도 평면 위에서의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있다. 이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에

서 제외되었다. 작도하는 행위가 단순히 도형을 그리는 것과 구분이 되

려면 명확하게 논증기하의 공리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행위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도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리는 작도

제 지도 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

도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SSS 합동 또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내용을 알고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은 모두 삼각형의 작도 이후에 동 교과서

에서 지도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작도를 진

행하기 위한 공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작도 지도에 한정해서 작도제 지도를 위한 교과서에서의 용

어의 정의, 공리, 작도제와 그 작도 절차 제시를 찾아보면, 모든 교과서

에서는 ‘정의-공리-작도제 제시-작도 절차 제시’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

었다. 이를 대표적으로 유클리드 『원론』의 공리 체계와 비교하면 <표

Ⅳ-5>와 같다. 그러나 세세한 내용들을 비교하였을 때는 지도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용어가 있었으며, 공리 또한 지도되지 않거나, 작도

제 지도 이후에 지도되는 것이 있었다.

유클리드 『원론』 2015 개정 수학과 교과서

1단계 Definition 정의

<표 Ⅳ-5> 유클리드 『원론』과 2015 개정 수학과 교과서 체계 비교

(직선의

완비성 공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라고 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➊  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➋  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접한다).

➌  이면 만나지 않는다(고성은 외, 2018,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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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도 절차의 정당화 진행 여부(C-D)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술된 작도제의 작도 절차와 그 증명을 분석한 결

과 모든 교과서에서 작도 절차에 대한 정당화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코프와 비틀리의 『Basic Geometry』에서처럼 대

부분 작도 후 제시되는 문항을 통해서 작도 절차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

하고 있었다.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절차에 대해 일부 교

과서에서 분석적 접근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의 교과서에서는 이 작

도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정당화하게 하고 있었다. 또 작도

단원 이전에 지도되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평행선의 작도를 수행

하게 하는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근거로 작도하게 하는 문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2.2.1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10종의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를 한 후에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그림 Ⅳ-2]와 같

이 진행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

도를 단순히 절차만 지도하고, 이 작도를 한 결과가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작도 절차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다.

작도 절차의 정당화 과정 대신에 <표 Ⅳ-6>과 같이 두 교과서 ㄱ, ㄴ

에서는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에 대한 도입 활동으로 작도

절차에 대한 탐구를 분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작도 시

2단계 Postulate 증명 및 정당화 없이 사용할 내용(성질,

관계 등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3단계 Common Notion

4단계 Proposition 작도제

5단계 Proposition의 증명 작도제에 대한 작도 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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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전, 제시된 작도의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작도 후 그 절차에

대한 정당화 과정 없이도 동일한 크기의 각이 작도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절차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크기가 같은 두 각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명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ㄱ, ㄴ 교과서의 경우 ‘동일한 반지름을 가진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는 명제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명제는 교과서 안에서 작도 단원 이후에 등장한다. 따라

서 이러한 서술은 순환 논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기호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위한 도입 활동

ㄱ

(p. 173)

ㄴ

(p. 177)

<표 Ⅳ-6> 교과서 ㄱ, ㄴ에서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위한 도

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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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교과서에서는 <표 Ⅳ-7>과 같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도한 후

에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의 결과를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연결하여 설명하게 하는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작도 절차에 대한

정당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2 평행선 작도

10개의 교과서 중 6권(ㄱ, ㄹ, ㅁ, ㅅ, ㅈ, ㅊ)에서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 작도 후,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문항으로 ‘직선  위에 있지 않

은 점 P를 지나고 직선 에 평행한 평행선의 작도’를 제시한다<표 Ⅳ

-8>. 그 후에는 이 평행선 작도의 순서를 예측하고, 평행선을 작도하기

위해 이러한 작도의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질을 제시하

게 하는 발문을 하고 있다.

작도의 근거가 되는 도형의 성질을 찾게 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작도

의 절차가 작도하고자 하는 결과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고

직선 에 평행한 평행선)이 가진 도형의 성질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 즉

분석적 탐구 과정인 ‘분석(해석)’의 과정에 영향 받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ㅈ 교과서처럼 평행선의 성질 중 ‘동위각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

지 않고 다른 성질을 이용하였을 때 작도의 절차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겠는가를 탐구하는 활동이 있다면 이를 더 명확하게 학생이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기호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와 관련된 교과서 문항

ㅅ

(p. 170)

<표 Ⅳ-7> 교과서 ㅅ에서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와 관련된 교과

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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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평행선 작도와 관련된 교과서 문항

ㄱ

(p. 174)

ㄹ

(p. 169)

ㅁ

(p. 175)

ㅅ

(p. 174)

<표 Ⅳ-8> 교과서 ㄱ, ㄹ, ㅁ, ㅅ, ㅈ, ㅊ에서 평행선 작도와 관련된 교과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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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합동인 삼각형 작도

ㄷ, ㅂ, ㅅ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도한 후에 합동인 삼

각형을 작도하게 하는 문항을 다루고 있다. 이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중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p. 34).’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 하나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어 해결법이 다양하다.

ㅈ

(p. 168)

ㅊ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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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타 작도

이 외에도 정삼각형 또는 정육각형을 작도하는 문항 또는 활동을 진행

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 두 경우 모두 작도의 결과에 대해서 작도의

기호 합동인 삼각형 작도와 관련된 교과서 문항

ㄷ

(p. 173)

ㅂ

(p. 175)

ㅊ

(p. 185)

<표 Ⅳ-9> 교과서 ㄷ, ㅂ, ㅅ에서 합동인 삼각형 작도와 관련된 교과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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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과정에서 정당화하게 지도하고 있었다.

작도제를 다루는 모든 고전 기하 교과서에서는 작도 절차의 정당화를

실행했다. 따라서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작도 절차에 대한 정당화 과정은

기호 그 외 작도와 관련된 교과서 문항 및 활동

ㅇ

(p. 187)

ㅈ

(p. 184)

<표 Ⅳ-10> 교과서 ㅇ,ㅈ에서 그 외 작도와 관련된 교과서 문항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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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작도 절차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주어진 작도 절차를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

한 명제를 파악하는 분석적 활동은 그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3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사이의 관계

우리나라 교과서의 작도는 학습량을 감소하려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내용 감축을 이뤄왔다.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작도 내용의 비교를 해보면 현재는 각의 이등분

선, 선분의 중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주어진 직선에 대한 수선 등의

기본도형의 작도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작도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관

련된 것으로 남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고전 기하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작도를 다룬 경우, 이를 삼각형의 합

동 조건과 관련 없는 작도제로 다루거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근거로

작도하는 작도제로 다루고 있었다. 공통적인 것은 삼각형의 작도와 관련

된 작도제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후에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작도를 통해 삼각형의 결

정 조건을 지도하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합동 조

건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삼각형의 작도만을 가르치게 되었으며, 지도 순

서는 여전히 삼각형의 작도 이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도한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

건을 어떻게 서술하여 지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 Ⅳ

-11>은 각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작도부터 삼각형의 합동 조건까지를 어

떻게 지도하는지 표로 정리한 것이다. 삼각형의 작도 지도 방식이 비슷

한 것끼리 묶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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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의

작도

지도

방법

기

호
설명

삼각형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정당화를

하지

않은

경우

ㄱ

세 가지 상황에서의 작도 절차를 제시하고 별도의 정당화

없이 ‘이와 같이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모양

과 크기가 같은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pp.

176-178).’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설명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도입 활동으로는 임의의 삼각형으로

부터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

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를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추

출하여 다른 종이에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작도한

후 원래의 삼각형과 포개어지는지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그 후 ‘활동하기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삼각형의 세 대응변

의 길이와 세 대응각의 크기를 모두 비교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만으로도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각

형은 다음의 각 경우에 서로 합동이다. (중략)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얻을 수 있다(pp. 181-182).’로 삼

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ㅁ

세 가지 상황에서의 작도 절차를 제시하고 별도의 정당화

없이 ‘위의 작도에서 주어진 세 선분을 세 변(두 선분과 한

각을 각각 두 변과 그 끼인각, 한 선분과 두 각을 가각 한 변

과 그 양 끝 각)으로 하는 삼각형은 모양과 크기가 한 가지로

정해진다(p. 177-179).’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설명한다.

그 후 ‘다음 각 경우에 삼각형은 모양과 크기가 한 가지로

정해지므로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중략) 이로부

터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얻는다(p. 181).’로 삼

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ㅅ 세 가지 상황에서의 작도 절차를 제시하고 별도의 정당화

<표 Ⅳ-11> 교과서 10종의 삼각형의 작도부터 삼각형의 합동 조건까지의 서술

(삼각형의 작도 지도 방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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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위와 같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

지면 삼각형은 하나로 작도된다(pp. 164-166).고 삼각형의 결

정 조건을 설명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도입 활동으로 주어진 삼각형과 세 변

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한 후 포개어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그 후 ‘위의 생각 톡의 세 조건 중에서 하나만 주어져도 합

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

는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모두 비교하지 않아도 합

동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얻을 수 있다(p. 169).’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

한다.

ㅈ

세 가지 상황에서의 작도 절차를 제시하고 별도의 정당화

없이 ‘위의 작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

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는 하나로 정해진

다(pp. 171-173).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설명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도입 활동으로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

인 삼각형을 작도하려 할 때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탐구한다.

그 후 ‘삼각형은 다음의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주

어지면 그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진다. (중략) 따라서 두

삼각형의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세 각의 크기를

모두 비교하지 않아도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지 알 수 있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얻는다(pp.

176-177).’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삼각형의

결정을

겹쳐보기

를

ㄷ

세 가지 상황에서 작도 절차를 제시 후, 작도의 결과를 친

구들과 비교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

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

가 주어지면 작도되는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는 하나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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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정당화한

경우

진다(pp. 167-169).’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설명한다.

그 후 ‘한 삼각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주어지

면 그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중략) 그

러므로 두 삼각형에서 변과 각 사이에 위의 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면 그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위의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얻을 수 있

다(p. 173).’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ㄹ

세 가지 상황에서 작도 절차를 제시 후, 작도의 결과를 친

구들과 비교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

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

가 주어지면 작도되는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진다(pp.

171-173).’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설명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도입 활동으로는 임의의 삼각형으로

부터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

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한 후

원래의 삼각형과 포개어 합동인지 판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그 후 ‘앞의 활동해 봅시다의 (ㄱ)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오직 하나의 삼각형이 작도된다. 따라서 세 변의 길

이가 각각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마찬가지로 (ㄴ),

(ㄷ)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거나,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각각 같

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각형

의 작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얻을

수 있다(p. 178).’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ㅊ

세 가지 상황에서 작도 절차를 제시 후, 작도의 결과를 친

구들과 비교하게 한 후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

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은 하나로 작도되는지 확인(pp. 167-169)’하게 하여 삼

각형의 결정 조건을 설명한다.

그 후 ‘삼각형의 작도에서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된다는 것

은 주어진 조건으로 작도한 삼각형이 모두 합동임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성립한다(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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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ㅂ

삼각형의 결정 조건 도입 활동으로 10cm, 15cm, 20cm인

세 개의 빨대로 삼각형 만들기(눈금 있는 자와 각도기를 사

용하여 투명 종이 위에 4cm, 6cm, 50인 삼각형을 그리고

친구와 비교하기, 한 변의 길이가 7cm, 양 끝 각의 크기가 40

, 50인 삼각형 타일 복원하고 친구의 결과물과 비교하기)

를 진행한 후 ‘위의 개념 열기에서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

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 끝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짐을 알 수 있다(pp.

171-173)’고 설명한 뒤, 해당 상황에서 삼각형의 작도 절차를

제시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도입 활동으로 주어진 삼각형과 세 변

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한 후 포개어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그 후 ‘위의 개념 열기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므로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중략) 일반

적으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다음과 같다(p. 174).’로 삼각형

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작도제를

지도한

경우

ㄴ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주어진 삼각형과 합

동인 삼각형 DEF를 작도(pp. 180-182)’를 진행하여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 3가지의 절차를 설

명한다.

그 후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에서 살펴보

았듯이 대응하는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를 비교하

지 않아도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임을 알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얻을 수 있다(pp. 184-185).’로 삼

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ㅇ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주어진 삼각형과 합

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pp. 175-177)’을 알기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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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도형의 존재성 증명(C-E)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6요소 가운데 삼각형이 한

가지로 결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조건인 필요충분조건을 말한다(우정

호, 2017).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

련의 주어진 조건으로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를 한 가지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삼각형의 ‘유일한 존재성’의 가능여부를 본다. 반면에 삼각

형의 합동 조건은 ‘두 삼각형의 존재가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두 삼각형

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삼각형

의 합동 조건의 논리적인 지도 순서를 설정하자면 삼각형이 결정되어 존

재성을 확보해야, 2개의 삼각형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므로 삼각형의 결

정 조건 지도 이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

다. 그러나 ㄴ, ㅇ 교과서를 제외한 8종의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

각형의 작도의 결과가 ‘하나로 결정된다’는 논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합

동 조건을 유도하므로 여전히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지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8종의 교과서에서는 작도를 존재성을 증명하는 수단으

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조건(세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을 만족하는 삼

각형의 존재성을 삼각형의 작도 절차의 제시를 통해 보여준다.

반면에 ㄴ, ㅇ 교과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도하기 전에,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작도제를 지도한다. 합동이란 이미

당 조건 하의 삼각형 작도 절차를 제시하고, 주어진 삼각형에

서 해당 조건을 추출하여 삼각형을 작도하고 그 작도의 결과

가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이 맞는지 확인하게 한다.

그 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모두 이용

하지 않더라도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각형의 작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알 수 있다(p. 182).’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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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조건(세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이다. 대신 이 작도제를

통해서 합동인 삼각형의 존재성을 증명한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는 삼각형의 작도 이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지

도하는데 이는 해당 조건(세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

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에서의 삼각형의 존재성 혹은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의 존재성을 작도를 통해 먼저 증명한 후

에 다른 두 개의 존재하는 삼각형을 비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2 삼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합동인 삼각형의 작

도의 정당화(C-UC)

고전 기하 교과서의 경우, 삼각형의 작도는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법 개발을 위한 명제로서의 작도제이거나,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연습문제로 제공되는 작도제였다. 즉, 해당

작도제에서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의 작도를 통해 다루는 명제의 내

용을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제시하

는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작도되는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진다.’ 이

고, 다른 하나는 ㄴ, ㅇ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

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를 이용하

여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이다.

먼저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작도되는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진다.’의

정당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작도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었다는 것

을 보여야 한다. 이는 곧 작도의 결과가 유일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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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전 기하 교과서들에서 유일성을 논하는 작도제를 확인하기는 어려

우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증명 과정에서 ‘두 도형이 겹쳐짐’은 작도가

아닌 귀류법과 유일성과 관련된 공리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그러나 중학

교 1학년의 추론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고등학교 1학년에 다루게 되는

귀류법은 수준에 맞지 않은 추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과서에서는 나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로 결정됨’을 정당화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

을 작도할 수 있다.’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작도의 결과가 주어진 삼각형

과 합동임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합동임을 보이는 방법은 초등학교에서

제시된 합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겹쳐보기와 삼각형의 작도 이후에 지도

되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있다. 두 교과서에서는 모두 작도한 삼각형

을 원래 삼각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당 명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2.3.2.1 삼각형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정당화를 하지

않는 경우

교과서 ㄱ, ㅁ, ㅅ, ㅈ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작도의 결과

와 직관을 통해서 학생은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직관적인 판단은 공리를 통해서 진행되므로 충분한 공

리가 주어져야 한다. 필수적인 공리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의 삼

각형 작도는 ‘두 원의 위치 관계(Axiom Ⅴ, 2)’,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의 작도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Axiom Ⅰ, 2)’,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의 삼

각형의 작도는 ‘한 평면에서 평행하지도, 일치하지도 않는 두 직선은 오

직 한 점에서 만난다(Axiom Ⅳ)’이다. 그리고는 초등학교에서 지도되는

선대칭 도형의 합동에 대한 내용 혹은 한 변을 기준으로 하나의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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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작도를 한다는 약속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삼각형의 작도

결과가 오직 하나로만 나온다는 것을 1회의 작도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원의 위치 관계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2.3.2.2 삼각형의 결정을 겹쳐보기를 통하여 정당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삼각형의 작도에서 작도의 결과가 유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4종(ㄷ, ㄹ, ㅂ, ㅊ)에서는 겹쳐보기를 하고 있고, 두 도형이 포개

어질 때를 합동이라 함은 초등학교에서 지도되는 내용이다. <표 Ⅳ-12>

을 보면 ㄷ, ㄹ, ㅊ 교과서는 삼각형을 작도하고 그 결과물을 친구와 비

교하게 하고 ㅂ 교과서는 도입활동으로 작도가 아닌 실험 또는 그리기를

통해 얻은 삼각형을 겹쳐봄으로써 세 가지 상황에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

해짐을 알 수 있게 한다.

기호 삼각형의 결정 조건 정당화 과정과 삼각형의 합동 조건 도입

ㄷ

(p. 167, 나머지 경우도 p 168, 169에 있음.)

<표 Ⅳ-12> 교과서 ㄷ, ㄹ, ㅂ, ㅊ에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정당화 과정과 삼

각형의 합동 조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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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3)

ㄹ

(p. 171, 나머지 경우도 p 172, 173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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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177-178)

ㅊ

(p. 178, 나머지 경우도 p 179, 180에 있음.)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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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p. 169)

(p. 170)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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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삼각형을 작도할 때마다 혹은 그릴 때마다 결과로 얻어

지는 삼각형의 모양이 항상 같게 나오므로,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하나

로 정해짐을 귀납법을 이용해 정당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의 정당화 수준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삼각형의 결정으로부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삼각형 작도의 결

과가 하나로 결정되면 모든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서로 합동이다’, 혹은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하나로 결정되면 주어진 삼각형과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논리를 통해 유도된다. 여기서 주어진 삼각형

은 삼각형 작도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므로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하나로 결정되면 모든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서로 합동이다’는

논리로 통합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들에서는 삼각형 작도의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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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하나로 결정됨을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서로 합동임을 통해 정당

화한다. 그러면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서로 합동이므로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하나로 결정되고,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하나로 결정됐기 때문에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서로 합동이라는 논리의 순환이 생기게 된다. 논

증기하에서는 이와 같이 논증이 돌고 도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리를 설

정하였다.

2.3.2.3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작도제를 지도한

경우

ㄴ, ㅇ교과서는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즉, ‘세 변

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

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를

지도한다. 이때 작도한 결과가 기존의 삼각형과 합동인지에 대한 정당화

는 두 삼각형의 비교를 통해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두 도형이

겹쳐질 때를 합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작도의 결과 기존의 삼각형과는

다른 삼각형의 존재성이 인정되어 논리적 문제없이 두 삼각형을 비교할

수 있다. 그 후 삼각형의 6 요소 중 특정한 3 개만 알아도 합동인 삼각

형을 작도할 수 있음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세 변의 길이(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한 변의 길이

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

할 수 있다.’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한 가지로 작도된다는 것이

선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삼각형 작도의 결과가 하나로 결정되어야 삼

각형 작도의 결과가 항상 기존의 삼각형과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2.3.2.1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일련의 공리

(Axiom Ⅴ, 2, Axiom Ⅰ, 2, Axiom Ⅳ, 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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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중학교 1학년 기하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공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림으로 보여주거나, 실험을 통해 정당화는 직관기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일부 정리들은 연역적으로 추론하여 증명하는 논증기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고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하는 직관기하에서 논증

기하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작도의 경우 단

순히 작도의 절차만 지도하는 경우 도형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시각적인

결과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직관기하의 수업으로 활용할 수

도 있고, 작도의 절차를 정당화하게 되면 논증기하의 수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관기하와 논증기하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작

도는 직관기하와 논증기하의 과도기에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기 적

절한 소재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관기하로 분류되는 중학교

1학년 기하에 논증기하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자 하기 때문에 논증기하의

관점에서 작도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였다.

논증기하는 무정의용어와 공리 및 공준을 바탕으로 명제를 연역적 추

론해가는 공리적 방법으로 학문을 전개한다. 이때 무정의용어와 공리 및

공준은 논증의 과정에서 논증이 돌고 도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논증의 시

작 지점으로 일종의 약속을 통해 정해진다. 중학교 기하는 Euclid,

Legendre, Hilbert, Birkhoff의 공리계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그 중 Hilbert 기하는 완비성을 가진 공리계이다.

논증기하에서 작도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먼저 작도

절차의 정당화 과정은 주어진 공리들로부터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명의 과정이 된다. 또한 작도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

석의 과정이 도형의 성질에 대한 복습의 기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증명

을 진행하기 위한 분석적 접근과 닮아 있다. 따라서 작도제의 해를 구하

는 교육은 연역적 추론 및 증명 교육에 대한 징검다리로 사용될 수 있

다.

논증기하의 공리계로 소개한 Euclid, Legendre, Hilbert, Birkhoff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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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들의 기하 교과서인 유클리드의 『원론』, 르장드르의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 힐베르트의

『Foundations of Geometry』, 버코프와 비틀리의 『Basic Geometry』

에서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원론』에서는 작도를 내용의 전개 과정에 포함시켜 명제가 작도제와

일반 명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와 『Basic Geometry』에서는 작도제를 연습문제의 형

식으로 따로 제공하고,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는 작도제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원론』을 제외한 나머

지 교과서들은 도형의 작도가능성을 공리로 설정하고 논증의 과정에서

도형이 작도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가설적 작도를 하고 있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론』에서는 작도를 도형의 존재성

입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하 교과서에서는 도형의 존

재성을 도형의 작도가능성을 공리화함으로써 다루고 있는 도형이 작도

가능하여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전개한다. 공통적으로는 작도제를

다루는 교과서에서 작도제의 증명은 작도 절차 제시와 작도 절차의 정당

화 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Basic Geometr

y』의 경우 작도제의 해결 과정을 모두 서술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문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작도

는 삼각형의 합동이 다뤄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는 삼각형 작도의 근

거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들고 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주로 겹쳐

보기를 통해 증명하였는데, 귀류법이나 유일성과 관련된 공리를 사용하

여 증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작도를 지도하기에 충분한 정의와

공리를 갖추고 있는지(S-DA), 작도 절차의 정당화 과정(C-D), 작도를

통한 도형의 존재성 증명(C-E)과 삼각형의 결정 조건 및 합동인 삼각형

의 작도(C-UC)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S-DA 분석 결과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는 작도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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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당화를 진행하려면 SSS 합동이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내용이 필요하므로, 지도의

순서 상 필연적으로 순환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의 작도제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끼인각과 양 끝 각에

대한 용어 설명과 한 평면 위에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지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 작도 절차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에 대한 도입 활동을 진행한

ㄴ 교과서를 제외한 9종의 교과서에서는 주로 『Basic Geometry』와 같

이 문제를 통해서 작도제에 대한 발문으로 작도 절차에 대한 분석적 접

근을 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었다. C-E 분석 결과, 작도제를 내용 전

개 과정에 등장시키는 『원론』과 같이 모든 교과서에서 작도는 존재성

증명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고전 기하 교과서들에서 제시하는 순

서와 달리 삼각형의 작도를 삼각형의 합동 조건보다 먼저 논하는 근거로

는, 작도를 통해 해당 도형의 존재성을 먼저 확립한 후에 두 도형을 비

교할 수 있다는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삼각형의 결정 조

건을 지도하는 8종의 교과서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존재

성을 작도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고,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를 지도하는 2

종의 교과서는 작도를 통해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C-UC 분석 결과, 삼각형의 작도 결과 삼각형의 모양

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정당화 과정에서 합동의 논의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에는 유일성을 논할 수 있는 공리가 추가로 필요하고, 합동의 논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삼각형 작도의 결과들이 서로 합동이라는 명제와 논의

가 돌고 도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도의 서술 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한다.

첫째로, 작도제에 필요한 용어 및 공리가 작도제보다 먼저 지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작도는 공리로부터 근거를 얻어서 작도 절차를 진행

한다. 따라서 논증기하교재로서 교과서가 기능을 하려면 교과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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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작도제에 대해서 그 작도제가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확인

하고, 이를 공리로 제시해야 한다. S-DA의 분석 결과 교과서에서 끼인

각과 양 끝 각에 대한 설명이 부재했고, 한 평면 위에서의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C-UC의 분석 결과에서도 공리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 논증이 돌고 도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지도 여부 및 순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작도 절차의 정당화 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다양한 작도를 문제를 통해 시도해야 하며, 교사가 작도제의 해를 구하

는 4단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해야 한다. 작도 절

차의 정당화 과정은 연역적 추론의 과정과 닮아있고, 작도의 과정이 눈

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증명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

인하면서 제시할 수 있어 직관기하에서 논증기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명교육으로 지도되기 적당한 난이도의 교육내용이다. 예를 들어 평행

선의 작도 활동에서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는 증명에 대한 분

석적 활동으로 ‘평행하다’를 보이기 위해 필요한 평행선과 관련된 성질을

떠올리게 한다.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와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에서 학생들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작도함을 학습한다.

이는 증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의 활동을 하게 해주며, ‘같음’18)을 증명하

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을 키

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작도 수행 전후의 해석과 증명 단

계에서 작도 활동은 방법상의 기술적 측면 이외에 본질적으로 도형을 성

질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작도는 학생 스스로 도형의 성질을 재인식

하고 교사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도형의 성질에 대한 학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자기평가, 형성평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작도제 해

결의 특징을 교사가 알고, 이 특징이 드러나는 문항이 교과서에 제시될

때 적절한 작도 절차 정당화에 대한 교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18) 교과서의 명제 서술이 ‘합동이다’ 보다는 ‘같다’가 더 많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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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방

법을 설명하게 한다.’에 대한 교수 연구가 필요하다. 이 교수·학습 방법

을 교과서에 적용시킨 교과서들 중 삼각형의 작도 단원에서 사용하는 경

우는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작도제를 진행하거나, 주어진 삼각형의

몇 가지 성분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작도하고 기존의 삼각형과 비교하는

활동을 하였다. 반면에 일부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주어진 삼각형과 합

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적으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3가지 찾게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게 지도한다. 증명 교육의

징검다리로 작도를 제안하는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끝으로 과거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자

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도구의 제한을

두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작도’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하에서 학생은 기존에 배웠던 익숙한 내용을 통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느낄 수 있고, 학교급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심화되어 제시된

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삼각형 그리기’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이 교육과정 상에서 1회만 지도된다. 이러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의 작도에 대한 지도 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삼각형을 그리는 활동을 통한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 교육되지 않고 삼각형을 작도하는 활동이 교육되는 것이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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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2015 Revised

Textbook Descrip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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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le Congr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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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s of sufficient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However, whenever mathematics curriculum were

revised, contents of construction continued to be reduced. One of the

reasons can be that contents covered in construction are difficult to

find connection with other content elements.

Geometry of the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is classified as

intuitive geometry, but in this study, it was viewed as a transition

from intuitive geometry to demonstrative geometry. Construction is a

good learning material to improve students' geometric intuition and

logical reasoning abil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appropriate learning material to deal with in Mathematics 1, which is

between intuitive geometry and demonstrative geometry.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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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since geometry domain of middle school Mathematics 1 is

already classified as intuitive geometry, we would like to discuss

construction guidance from viewpoint of demonstrative geometry.

A textbook is a meaningful material that teachers acquires

mathematical knowledge base corresponding to content knowledge.

Therefore, in order to teach construction from viewpoint of

demonstrative geometry, I would like to analyze description of

construction and conditions of triangle congruence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viewpoint of demonstrative geometr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extbook analysis, system of

demonstrative geometry and educational meaning of construction were

confirmed, and description of construction and conditions of triangle

congruence was confirmed in classical textbooks.

First, demonstrative geometry is developed in axiomatic method

which reasons propositions deductively based on undefined terms,

axioms and postulates. Undefined terms, axioms, and postulate are

decided through a kind of promise as starting point of argument in

order to prevent regression in the process of demonstration. And

learning four-steps to find the solution of construction problem in

demonstrative geometry education can be used as a stepping stone

for deductive reasoning and proof instruction.

In classic textbooks of demonstrative geometry, the proof of

construction problem is consisted of presentation of construction

procedure and jus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cedure, and induces

learner to do an analytical approach to construction procedure by

inquiry. In addition, in case of textbook that construction problem

was used as a means of content development, construction was used

as a method of verifying the existence of figures. Finally, conditions

of triangle congruence was proved mainly through superpos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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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proved using proof by contradiction or the axiom related to

uniqueness.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e 2015 revised textbook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dd axioms to instruct

construction problem. Second, most textbooks were attempting an

analytical approach to construction problem through problems. Third,

all textbooks use construction as a way to prove the existence of

figures. This makes it possible to fix the order of construction of

triangle and conditions of triangle congruence. Fourth, in some

textbooks, when it was justified that triangle was determined as one

triangle as a result of construction of triangle through superposi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regression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teaching conditions of triangle congruence.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describing construction and conditions of triangle congruence from the

viewpoint of demonstrative geometry.

keywords : demonstrative geometry, construction, conditions of

triangle congruenc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17-20827


	Ⅰ. 서론
	Ⅱ. 논증기하와 작도
	1. 논증기하의 체계
	1.1 논증기하의 공리 체계 및 Euclid 공리계
	1.2 Legendre 공리계
	1.3 Hilbert 공리계
	1.4 Birkhoff 공리계

	2. 논증기하의 교육적 가치
	3. 논증기하에서 작도의 교육적 가치

	Ⅲ. 고전 기하 교과서
	1. 유클리드 원론
	1.1 유클리드 원론에서 작도제의 증명
	1.2 유클리드 원론에서 존재성
	1.3 유클리드 원론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2.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
	2.1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작도제의 증명
	2.2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존재성
	2.3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3.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
	3.1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 존재성
	3.2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4.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
	4.1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작도제의 증명
	4.2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존재성
	4.3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Ⅳ. 2015 개정 교과서 
	1. 분석 방법
	1.1 분석 대상 및 범위
	1.2 분석 내용 및 분석틀

	2. 분석 결과
	2.1. 작도제 제시 전 필요한 정의와 공리 제시 여부(S-DA)
	2.1.1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2.1.2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2.1.3 삼각형의 작도

	2.2 작도 절차의 정당화 진행 여부(C-D)
	2.2.1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2.2.2 평행선 작도
	2.2.3 합동인 삼각형 작도
	2.2.4 기타 작도

	2.3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사이의 관계
	2.3.1 도형의 존재성 증명(C-E)
	2.3.2 삼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의 정당화(C-UC)
	2.3.2.1 삼각형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정당화를 하지 않는 경우 
	2.3.2.2 삼각형의 결정을 겹쳐보기를 통하여 정당화한 경우
	2.3.2.3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작도제를 지도한 경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startpage>12
Ⅰ. 서론 1
Ⅱ. 논증기하와 작도 4
 1. 논증기하의 체계 4
  1.1 논증기하의 공리 체계 및 Euclid 공리계 4
  1.2 Legendre 공리계 8
  1.3 Hilbert 공리계 9
  1.4 Birkhoff 공리계 12
 2. 논증기하의 교육적 가치 15
 3. 논증기하에서 작도의 교육적 가치 17
Ⅲ. 고전 기하 교과서 21
 1. 유클리드 원론 21
  1.1 유클리드 원론에서 작도제의 증명 23
  1.2 유클리드 원론에서 존재성 24
  1.3 유클리드 원론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26
 2.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 29
  2.1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작도제의 증명 30
  2.2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존재성 31
  2.3 르장드르 Elements of Geometry and Trigonometry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32
 3.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 36
  3.1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 존재성 36
  3.2 힐베르트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37
 4.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 40
  4.1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작도제의 증명 41
  4.2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존재성 42
  4.3 버코프와 비틀리 Basic Geometry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43
Ⅳ. 2015 개정 교과서  48
 1. 분석 방법 49
  1.1 분석 대상 및 범위 50
  1.2 분석 내용 및 분석틀 51
 2. 분석 결과 53
  2.1. 작도제 제시 전 필요한 정의와 공리 제시 여부(S-DA) 53
   2.1.1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53
   2.1.2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54
   2.1.3 삼각형의 작도 56
  2.2 작도 절차의 정당화 진행 여부(C-D) 61
   2.2.1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61
   2.2.2 평행선 작도 63
   2.2.3 합동인 삼각형 작도 65
   2.2.4 기타 작도 66
  2.3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사이의 관계 68
   2.3.1 도형의 존재성 증명(C-E) 73
   2.3.2 삼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의 정당화(C-UC) 74
    2.3.2.1 삼각형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정당화를 하지 않는 경우  75
    2.3.2.2 삼각형의 결정을 겹쳐보기를 통하여 정당화한 경우 76
    2.3.2.3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작도제를 지도한 경우 81
Ⅴ. 결론 및 제언 82
참고문헌 8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