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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영재를 위한 스핑크스 퍼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사례

황 지 남

둔 등학교
1)

스핑크스 퍼즐은 기존 칠교판에 비하여 수학적 도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재교육

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스핑크스 퍼즐의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개수를 프로그램 탐구 과제로 삼는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여러 차례 탐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현재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초등영재 수준에

서 증명이 가능한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과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그리고 

초등수학영재가 새로운 증명 방법으로 탐구 주제를 실제 정당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총 4차시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였다. G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6학년반 소속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이 

27개임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능함을 보였다.

주제어: 초등수학영재 프로그램, 스핑크스 퍼즐, 볼록다각형, 수학적 정당화

I. 연구의 필요성  목

스핑크스 퍼즐은 반 힐레(Pierre Van Hiele)가 아동의 기하 학습에 유용하다고 제시한 이후,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 5-나에 소개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스핑크스 

퍼즐은 내각의 크기가 30°의 배수(30°, 60°, 90°, 120°, 150°)로 이루어진 다각형을 만들 수 있

어, 기존의 칠교판보다 수학적인 도형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변의 

길이도 서로 배수 관계이므로 각 퍼즐의 조각을 변끼리 깔끔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방신

영, 송상헌, 2013).
스핑크스 퍼즐을 이용한 기본 활동은 조각들을 서로 이어 붙여서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중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총 개수를 알아보는 활동은 

수학적으로 가치 있는 탐구 주제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영재교육의 탐구 주제로 여러 차례 

다루어졌으며, 실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27개뿐임을 기존 연구에서 명시하고 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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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식, 2007; 방신영, 송상헌, 2013; 송상헌, 2008; 안주형, 송상헌, 2002; 한송이; 2015).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볼록다각형의 개수가 왜 27개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초등 수준에서 설명

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초등수학영재를 대상으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

각형의 개수에 대한 수학적 정당화를 수행하고, 스핑크스 퍼즐의 수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현재 스핑크스 퍼즐 문제에 대한 증명법으로는 和々草(2007)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和々

草(2007)의 방법은 실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없는 다각형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

라,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과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스핑크스 퍼즐로 실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27개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가능한 45개
의 볼록다각형을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찾은 후,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실제

로 만들 수 있는 27개의 볼록다각형만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방법이 초등수학영재에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 프로그

램을 계획하였다. 수업 주제는 스핑크스 퍼즐을 활용한 심화 활동이므로 고학년 초등수학영재

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경기도 G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6학년반 소속 학생 3명을 대상으

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스핑크스 퍼즐 7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유용한 증명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초등수학영재가 

새로운 증명 방법을 활용하여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개수를 정당화하

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데 시사점을 갖는다.

II. 이론  배경

1. 스핑크스 퍼즐 

탐구 주제에 대한 증명에 앞서, 스핑크스 퍼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핑

크스 퍼즐은 긴 변의 짧은 변에 대한 비가   인 직사각형을 [그림 1]과 같이 7조각으로 

잘라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스핑크스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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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핑크스 퍼즐은 정사각형이 아닌 정삼각형 모눈을 기본으로 사용한다(방신영, 송상헌, 
2013).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정삼각형 모눈(도형 ➏)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한다. 또한 

정삼각형 모눈의 임의 넓이를 1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첫째, 스핑크스 퍼즐의 전체 넓이는 16이다.

둘째, 스핑크스 퍼즐 조각의 내각의 크기는 30°의 배수이고, 변의 길이는 자연수 혹은 

의 자연수배이다.
이후 증명 과정에서는 두 조건을 전제로 풀이를 진행한다.

2. 수학  정당화

본 논문에서 수학적 정당화는 수학적 증명을 확장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수학적 증명은 수

학적 진리가 참임을 보장하는 수단이다(Ernest, 1991). 최근 연구에서는 엄 한 체계를 지닌 

형식적, 연역적 증명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는 것도 증명에 포함시키고 

있다(김정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이나 연역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논리적

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이를 수학적 정당화로 인정하였다. 즉, 학생들은 대수적인 방법뿐

만 아니라, 언어적, 도식적, 시각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III. 증명 방법

1. 단 넓이를 이용한 방법

단위넓이를 활용한 방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과, 이등변의 길이가 1이고 

둔각의 크기가 120°인 이등변삼각형 을 이용한 증명이다. 스핑크스 퍼즐의 모든 조각들

은 단위넓이가 1인 과 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는 조각들의 변의 길이가 자연수 

혹은 의 자연수배이고, 내각의 크기가 30°의 배수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그림 2] 단위넓이로 분할한 스핑크스 퍼즐

스핑크스 퍼즐에서 변의 길이가 인 선분을 포함하는 조각은 5개이다. 조각 ➌, ➍, ➎, 

➐는 한 변의 길이가 이고, 조각 ➊은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이다. 따라서 [그림 2]



영재교육연구 제 27 권 제 1 호

40

와 같이 조각들의 둘레에서 변의 길이가 인 부분은 으로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만든 볼록다각형의 둘레에서 변의 길이가 인 부분은 항상 

짝수 개로 유지된다. 스핑크스 퍼즐 조각에서 변의 길이가 인 선분은 총 6개인데, 이 부분

은 도형의 둘레에 위치하거나 도형의 내부에서 서로 맞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록다각형의 

둘레에 위치할 수 있는 은 0, 2, 4, 6개일 때만 가능하다.

스핑크스 퍼즐의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만든 볼록다각형의 넓이는 16이다. 이때, 과 

을 기준으로 [그림 3]과 같은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찾은 볼록다각형

[경우 1]  0개,  16개인 볼록다각형은 (1), (2), (3), (4), (5).

[경우 2]  2개,  14개인 볼록다각형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경우 3]  4개,  12개인 볼록다각형은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경우 4]  6개,  10개인 볼록다각형은 (30).

[경우 1]~[경우 4]를 통해 최대 30개의 볼록다각형을 찾을 수 있다. 이때, (1)번과 (6)번의 

볼록다각형은 스핑크스 퍼즐 ➊번 조각([그림 2] 참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

다. 또한 (30)번의 경우, 도형의 둘레가 이므로 스핑크스 조각들 중 변의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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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이 전부 둘레에 위치해야 한다. 하지만, ➊번 조각에서 두 평행한 의 변이 모

두 둘레에 위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핑크스 퍼즐의 조각 특성상 만들 수 없는 (1), 
(6), (30)번을 제외하면,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27개의 볼록다각형을 모두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실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27개의 볼

록다각형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효율적이다.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볼록다각형을 찾는 과정이 귀납적이다. 다만, 변의 길이와 내각

의 크기가 제한된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 중 실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도형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후 제시할 최소넓이를 이용

한 방법으로 최대 45개의 볼록다각형을 찾은 다음, 실제 제작이 가능한 27개의 볼록다각형만

을 선별하는 데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탐구 

주제를 귀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연역적 증명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

한다.

2. 和々草의 방법

和々草(2007)는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을 한 개의 평행사변형과 두 개

의 정삼각형, 여섯 개의 이등변삼각형을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표현한다. [그림 4]는 

         의 값에 따라 삼각형에서 십이각형까지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는 자연수이고        는 0이상의 정수이다. 또한 일반성을 잃지 않고 

≤ 라고 가정할 수 있다. 和々草의 방법은 볼록다각형의 변의 길이가 자연수 또는 의 

자연수배이고, 내각의 크기가 30°의 배수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이다.

[그림 4] 和々草(2007)의 볼록다각형

스핑크스 퍼즐의 가로 길이가  , 세로 길이가 2라고 하면 그 넓이는  이다. 따라

서 [그림 4]의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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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1)

그리고 [그림 4]를 통해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  ≤ ,  ≤ ,  ≤ , 

≤  , ≤  ,   ≤ ,   ≤  … (식-2)

또한, 일반성을 잃지 않기 위해 ≤ 라고 가정한다.
≤  … (식-3)

마지막으로, 의 값이 보다 크다면 평행사변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

로 (식-4)를 설정한다.
≤   … (식-4)
(식-1)~(식-4)를 모두 만족하는          의 값을 구하면 [그림 5], <표 1>과 

같다. 이때 합동인 도형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5] 和々草(2007)의 방법으로 찾은 볼록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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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和々草(2007)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종류

번호           번호          
(1) 1 8 0 0 0 0 0 0 0 0 (24) 3 4 2 1 1 0 1 1 0 0
(2) 1 9 0 0 0 0 0 1 0 1 (25) 3 4 2 1 1 1 0 1 0 0
(3) 1 9 1 1 0 0 0 0 0 0 (26) 3 4 2 0 1 0 1 1 0 1
(4) 2 4 0 0 0 0 0 0 0 0 (27) 3 4 2 0 1 1 0 1 0 1
(5) 2 5 2 0 0 0 0 0 0 0 (28) 3 4 1 1 1 0 0 2 0 1
(6) 2 5 0 0 0 0 0 2 0 0 (29) 3 4 1 1 1 0 1 2 0 0
(7) 2 5 1 1 1 0 0 1 0 0 (30) 3 4 1 1 1 1 0 2 0 0
(8) 2 5 1 1 0 0 0 1 0 1 (31) 3 4 1 0 1 0 1 2 0 1
(9) 2 5 1 0 1 0 0 1 0 1 (32) 3 4 0 1 1 0 0 2 1 1

(10) 2 5 1 0 1 0 1 1 0 0 (33) 3 4 0 0 1 0 1 2 1 1
(11) 2 5 1 0 1 1 0 1 0 0 (34) 3 5 1 3 0 0 0 2 0 0
(12) 2 5 0 0 1 0 1 1 1 0 (35) 3 5 0 3 0 0 0 2 1 0
(13) 2 6 2 2 0 0 0 0 0 0 (36) 3 5 2 3 0 0 0 1 0 0
(14) 2 6 0 2 0 0 0 2 0 0 (37) 4 4 4 0 0 0 0 0 0 0
(15) 2 7 0 2 0 0 0 2 0 2 (38) 4 4 0 0 0 0 0 4 0 0
(16) 3 3 1 1 0 0 0 0 0 0 (39) 4 4 2 2 2 0 0 2 0 0
(17) 3 3 1 0 0 0 0 1 0 0 (40) 4 4 2 0 2 0 0 2 0 2
(18) 3 3 0 0 1 0 0 1 0 0 (41) 4 4 3 2 1 0 0 1 0 1
(19) 3 3 0 0 0 0 0 1 0 1 (42) 4 6 4 4 0 0 0 0 0 0
(20) 3 4 2 2 0 0 0 0 0 0 (43) 5 5 5 3 0 0 0 0 0 0
(21) 3 4 0 2 0 0 0 2 0 0 (44) 5 5 4 4 1 0 0 1 0 0
(22) 3 4 0 0 0 0 0 2 0 2 (45) 8 9 8 8 0 0 0 0 0 0
(23) 3 4 2 1 1 0 0 1 0 1

和々草의 방법을 통해 최대 45개의 볼록다각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미지수와 부등식이 

많은 대수적 풀이일 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복잡해 초등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교식(2007)은 각 문자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정교하게 분리해야 하므로 초등수학영

재가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수학영재에게 적용할 수 있

는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

증명에 앞서 정삼각형 격자에서 성립하는 각 도형의 넓이를 알아보려 한다. 단위 정삼각형

의 넓이가 1이라고 하면, 도형의 넓이를 [그림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후 증명에서는 아래

의 넓이 공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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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사변형의 넓이)
(단, 내각의 크기가 60°, 120°, 60°, 120°) (정삼각형의 넓이) (이등변삼각형의 넓이)

(단, 둔각의 크기가 150°)

[그림 6] 정삼각형 격자에서 성립하는 각 도형의 넓이 공식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볼록다각형을 만든다는 점에서 和々草(2007)와 동일하다([그림 

4] 참조). 하지만 평행사변형을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를 주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볼록다각형의 넓이는 16이다. 따라서 자르기 이전

의 평행사변형 넓이가 16 이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만든 도형의 

최소넓이가 16보다 크다면, 해당 평행사변형으로는 구하고자 하는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없

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행사변형을 잘랐을 때 최소넓이)≤(볼록다각형의 넓이)≤(평행사변형의 넓이)
즉, (평행사변형을 잘랐을 때 최소넓이) ≤ 16 ≤ 2xy

평행사변형을 잘랐을 때 최소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

()의 관계에 따라 [그림 7-1], [그림 7-2], [그림 7-3], [그림 8]로 나누어진다. 그림의 어두

운 부분의 넓이가 평행사변형을 잘랐을 때 구할 수 있는 최소넓이이다. [그림 7-1], [그림 7-2], 
[그림 7-3]은 ≠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림 8]은   일 때 적용할 수 있다.

[경우 1] ≤ 일 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16≤ 

 ≤ ≤ 

 , 는 자연수이므로 위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 ( , )는 (2, 4), (3, 4), (3, 5), (4, 5), (4, 
6), (5, 6), (6, 7), (7, 8), (8, 9)이다. 

[그림 7-1] ≤ 일 때,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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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 ≤ 일 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16≤ 

  ≤ ≤ 

위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 ( ,  )는 (2, 5), 
(2, 6)이다.[그림 7-2] ≺ ≤ 일 때,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 (단, ≺ )

[경우 3] ≺ 일 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16≤ 

 ≤ ≤ 

위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 ,  )는 

(1, 8), (1, 9), (2, 7)이다.
[그림 7-3] ≺ 일 때,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 (단, ≺ )

[경우 4]   일 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16≤

≤ ≤ 

위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 ( ,  )는 (3, 3), 
(4, 4), (5, 5), (6, 6), (7, 7), (8, 8)이다.
 

[그림 8]   일 때,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

[경우 1]~[경우 4]를 통해 ( , )로 가능한 순서쌍은 (1, 8), (1, 9), (2, 4), (2, 5), (2, 6), (2, 
7), (3, 3), (3, 4), (3, 5), (4, 4), (4, 5), (4, 6),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임을 알 수 있다. 이 순서쌍을 이용하여 [그림 4]의 방법으로 구하고자 하는 볼록다

각형을 만들면 된다.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和々草(2007)의 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 와 

의 경우의 수를 크게 줄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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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찾은 볼록다각형

[그림 9]는 순서쌍 ( , )의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만든 볼록다각형이다. 참고로 평행사변형

에서 잘려진 부분의 넓이는 ‘’이다.

( , )가 (1, 8)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1)로 총 1개이다.
( , )가 (1, 9)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2)~(3)으로 총 2개이다.
( , )가 (2, 4)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4)로 총 1개이다.
( , )가 (2, 5)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5)~(12)로 총 8개이다.
( , )가 (2, 6)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13)~(14)로 총 2개이다.
( , )가 (2, 7)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15)로 총 1개이다.
( , )가 (3, 3)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16)~(19)로 총 4개이다.
( , )가 (3, 4)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20)~(33)으로 총 14개이다.
( , )가 (3, 5)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34)~(36)으로 총 3개이다.
( , )가 (4, 4)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37)~(41)로 총 5개이다.
( , )가 (4, 6)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42)로 총 1개이다.
( , )가 (5, 5)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43)~(44)로 총 2개이다.
( , )가 (8, 9)인 경우,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45)로 총 1개이다.

(4, 5), (5, 6), (6, 6), (6, 7), (7, 7), (7, 8), (8, 8)인 경우,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없다. 따라

서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최대 45개의 볼록다각형을 찾을 수 있다. 최소넓이를 이용

한 방법은 초등수학영재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증명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명에 필요한 미지수를 최소화하였다. 평행사변형의 변의 길이만을 변수로 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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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볼록다각형의 넓이)≤(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한 조건을 이해하면 부등식 없이도 풀이가 가능하다. 두 조건은 관계식 자체가 복

잡하지 않기 때문에 부등식을 세우지 않고도 순서쌍 ( , )를 구할 수 있다. 셋째, 구하고자 

하는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만을 취급한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넷째, 평행사변형을 직접 잘라보는 활동을 통해 볼록다각형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눈종이에 해당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 이를 직접 잘라보면 합동이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초등수학영재에게 충

분히 적용할 수 있는 증명이다.
다만, 실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개수는 총 27개이다. 따라서 최소

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볼록다각형을 찾은 후,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실제로 만

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IV. 로그램 개발

1. 수업 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초등수학영재가 스핑크스 퍼즐의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

는 볼록다각형의 개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수업 프로그램은 <표 2>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총 4차시 수업으로 계획하였다.

<표 2> 수업 프로그램의 구성

차시 활동 내용 증명 방법

1 스핑크스 퍼즐 조각의 성질 탐구
구체적 조작활동

2 스핑크스 퍼즐의 7조각으로 볼록다각형 만들기

3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볼록다각형 찾기 귀납적 정당화

4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볼록다각형 찾기 연역적 정당화

Dienes(2010)는 건물을 한 층씩 쌓아 올리듯, 수학적 개념도 각 단계별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활동을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1, 2차시

에서 스핑크스 퍼즐을 사용하여 탐구를 한다면, 3, 4차시에는 스핑크스 퍼즐 없이 볼록다각형

을 찾는 활동을 한다. 이는 수학적 정당화에 앞서 구체적 조작활동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

록 계획한 것이다. 학생들은 1, 2차시를 통해 스핑크스 퍼즐의 성질과 특징을 학습할 뿐만 아

니라,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이 27개가 넘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

에 대한 정당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Harel과 Sowder(1998)는 증명 또는 수학적 정당화를 귀납에서 연역의 흐름으로 설명

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정당화 과정을 귀납에서 연역으로 구성하였다. 3차시에서 학생

들은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을 찾는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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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과정이 귀납적이기 때문에 보다 엄 한 수

준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 4차시에서 학생들은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볼록다각형을 

찾는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탐구 주제를 연역적으로 정당화하여 이전 방법보다 정교한 수준

의 정당화를 경험한다.

2. 로그램의 차시별 계획

<표 3> 수업 프로그램의 개요

주제 차시 활동 목표 학습 내용

스핑크스 퍼즐의 
조각 탐구하기

1/4
(80분)

스핑크스 퍼즐을 만들어 봅시다. 스핑크스 퍼즐의 조각 
분할 방법

스핑크스 퍼즐의 조각을 탐구해 봅시다. 조각들의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넓이 탐색

볼록다각형 만들기 게임을 해봅시다.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경험하기(1)

스핑크스 퍼즐로 
다각형 만들기

2/4
(80분)

스핑크스 퍼즐 골프 게임을 해봅시다.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경험하기(2)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볼록다각형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경험하기(3)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방법 설명하기

다각형의 개수 
증명하기 (1)

3/4
(80분)

다음 도형 중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찾아봅시다.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조건

단위넓이를 기준으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단위넓이를 기준으로 분류

단위넓이를 이용해 볼록다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볼록다각형의 개수를 귀납
적으로 정당화

다각형의 개수 
증명하기 (2)

4/4
(120분)

볼록다각형을 평행사변형에 넣어봅시다. 볼록다각형 만드는 
방법 탐구(1)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알아봅시다.

볼록다각형 만드는 
방법 탐구(2)

평행사변형을 잘라 볼록다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볼록다각형의 개수를
연역적으로 정당화

가. 1차시 수업

1차시 수업은 스핑크스 퍼즐 조각의 탐구를 목표로 한다. 먼저, (가로):(세로)의 비가 

  인 직사각형을 어떻게 잘라야 스핑크스 퍼즐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본다. 이후, 각 조각

들의 각도, 변의 길이, 넓이 등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볼록다각형 만들기 게임을 한다. 게임

은 상대방과 번갈아가며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은 조

각으로 더 이상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없다면 패배한다. 이를 통해 스핑크스 퍼즐 조각의 변

의 길이와 각도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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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시 수업

2차시 수업은 스핑크스 퍼즐을 사용해 볼록다각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다. 먼저,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활동을 게임 형식으로 도입하여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한

다. 게임의 규칙은 스핑크스 퍼즐로 만든 도형의 내부 선분의 개수가 적을수록, 조각을 뒤집어 

사용하지 않을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송상헌, 2013).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27
개의 볼록다각형을 전부 만들어보는 경험을 한다. 이를 통해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이 왜 27개밖에 나올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다. 3차시 수업

3차시 수업은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내각의 크기가 30°의 배수이고, 

변의 길이가 자연수 혹은 의 자연수배를 만족하는 볼록다각형 45개를 살펴본다. 이 중 실

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 27개를 구별하는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단위넓

이를 기준으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을 판별해낼 수 있다. 이후, 단위넓이를 이용하

여 볼록다각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정교하고 엄 한 증

명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 4차시 수업

4차시 수업은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학습한다. 먼저, 45개의 볼록다각형을 외접하는 평

행사변형을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할 수 있다. 또한 볼록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탐구한다. 구하고자 하는 볼록다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보다 작고, 볼록다각형의 최

소넓이보다 커야 한다는 관계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평행

사변형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행사변형을 자르는 규칙에 대해 학습한다. 평행사변형

을 모눈종이에서 직접 그리고, 이를 잘라보며 구하고자 하는 볼록다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찾

아낸 볼록다각형은 최종적으로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도형만을 정당화한다.

3. 연구 참여자

본 수업의 참여자는 경기도 G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6학년반 학생 3명이다. 해당 영재교육

원은 G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의 재학생 중 담임교사의 관찰추천을 받은 학교당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성 검사를 실시하여 총 20명을 선발한다. 영재성 검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

하여 보급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이 중 3명의 학생들과 함께 2016년 11월과 12
월에 걸쳐 총 4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 스핑크스 퍼즐 문제를 도

전할만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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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업 참여자의 특성

학생 ID 특징

학생1 수학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수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자신이 의견이나 풀이 방법을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함. 

학생2 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빠르고 
정확함. 특히 기하에 관련하여 높은 성취도를 보임. 

학생3 수학적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창의성이 뛰어나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음. 퍼즐 조각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남.

V. 로그램 용 결과

1. 수업 1∼2차시 용

학생들은 1차시 수업에서 스핑크스 퍼즐 조각에 대한 특징을 탐구하였다([그림 11] 참조). 

이때, 은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표현 방법을 약속하였다. 예를 들

어, 은 , 은 , 은  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정삼각형 격자에

서 단위 정삼각형의 넓이는 1로 약속하였다([그림 10] 참조). 이는 학생들이 임의 단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0] 학생2의 정삼각형 격자에서 단위 정삼각형 넓이에 대한 설명

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핑크스 퍼즐 골프 게임을 통해 27개의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경

험을 하였다([그림 12] 참조). 학생 1, 2, 3은 처음에는 스핑크스 퍼즐을 사용하여 볼록다각형

을 만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퍼즐 조각을 사용하지 않고 해법만을 그려내었다. 학생1은 

퍼즐 조각을 계속 다루다 보니 어느 정도 형태가 암기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눈종이에 

볼록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11] 1차시 활동지 [그림 12] 2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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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활동지에 있는 도형이 아닌 다른 볼록다각형이 또 있을까요?
학생2: 선생님, 이거 말고 만들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학생3: 시간 좀만 더 주세요. 찾을 수 있어요.
(학생들은 뒤집거나 돌렸을 때 합동인 도형밖에 찾지 못한다 .)
교사:  스핑크스 퍼즐로 27개의 볼록다각형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3: 넓이가 항상 똑같잖아요. 넓이가 16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학생1: 만들 수 있는 도형의 각도가 30°의 배수만 있고, 변의 길이도 제한적이니까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학생1은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은 내각의 크기가 30°의 배수라는 점과 변의 

길이가 자연수와 의 자연수배로 제한적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이후 증명의 전제 조건이기

도 하다. 1, 2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이 27개밖

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왜 이러한 결과 값이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 이는 이후 증명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로서 본 수업이 역할을 한 것이

다.

2. 수업 3차시 용

교사는 학생들에게 45개의 볼록다각형([그림 5] 참조)을 단위넓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활

동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단위넓이 과 으로 도형을 분류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

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단위넓이를 근거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없는 볼록다각

형을 제외하였다.

학생2: 스핑크스 퍼즐을 단위넓이로 나누면 둔각이등변삼각형이 6개에요. 그러니까 둔각이등변삼

각형이 홀수 개인 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
교사: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학생2: 둔각이등변삼각형의 긴 변의 길이가 이잖아요. 근데 은 끼리만 접할 수 있

으니까 계속 짝수 개가 유지돼요.
학생1: 아 오케이. 그리고 (1), (2), (3)번 도형도 안돼요. 조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학생들은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없는 볼록다각형 (1), (2), (3), (8), (17), (19), (28), (29), 
(30), (31), (32), (33). (36), (42), (43), (44), (45)번을 어렵지 않게 소거하였다([그림 5] 참조). 
이후 학생3은 (41)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였다.

학생3: (41)번이 안 되는 이유 설명할 수 있어요 .
교사:  다른 학생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인가요?

학생3: 네. 일단 퍼즐 조각에서 은 총 6개가 있거든요? 근데 (41)번 조각은 이 둘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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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나 있어요. (직사각형 조각을 가리키며) 근데 이건 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2개

를 전부 둘레에 놓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학생3은 스핑크스 퍼즐 조각들의 의 길이에 주목하였다. 변의 길이가 을 포함하는 

조각들은 다섯 조각이고, 의 변은 총 6개이다. 이때, (41)번 도형의 둘레는 이다. 

따라서 의 변이 모두 (41)번 도형의 둘레에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직사각형 조각의 경

우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인데, 이를 (41)번 도형의 둘레에 모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이처럼 학생들은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뿐만 아니라, 조각의 특성을 활용하여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없는 볼록다각형을 제외하였다.

[그림 13] 학생3의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찾은 볼록다각형

이후 학생들은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볼록다각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였다([그림 13] 
참조). 학생들은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이 방법으로 모든 볼록다각형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응하

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보다 정교한 증명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사는 이후 차시에서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예고하였다.

3. 수업 4차시 용  결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45개의 볼록다각형([그림 9] 참조)을 외접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릴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외접하는 평행사변형은 내각의 크기가 60°, 120°, 60°, 120°인 평행사변형 

중 그 넓이가 최솟값인 것만을 인정하였다.

교사:  여러분이 그린 평행사변형과 우리가 구하려는 볼록다각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학생3: 볼록다각형이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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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넓이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볼까요?
학생1: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볼록다각형의 넓이보다 큽니다.
학생2: 넓이가 같은 도형도 있는데.
학생1: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볼록다각형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아요 .
(중략)
교사: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자르는 규칙을 이용하여 볼록다각형의 넓이를 최소로 만드는 방법을 

탐구해봅시다.

학생들은 ‘(볼록다각형의 넓이)≤(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조건과 평행사변형을 자르는 규

칙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나, ‘(평행사변형을 잘랐을 때 최소넓이)’에 대해서는 교사의 안내된 

지도가 필요하였다. 교사는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➀ (짧은 변의 길이)×2≥
(긴 변의 길이), ➁ (짧은 변의 길이)×2≺(긴 변의 길이)≤(짧은 변의 길이)×3, ➂ (짧은 변의 

길이)×3≤(긴 변의 길이), ➃ (긴 변의 길이)(짧은 변의 길이)의 네 가지 경우로 조건을 나

누어 제시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조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예시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각 조건별로 만족하는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를 서로 협력하여 찾아내었다. 최종

적으로 학생 1, 2, 3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한 볼록다각형의 최소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발견하

였다. 또한 학생들은 ‘(평행사변형을 잘랐을 때 최소넓이)≤(볼록다각형의 넓이)≤(평행사변

형의 넓이)’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등식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만족하는 평행사변

형을 찾아내었다.

학생1: 다른 평행사변형을 잘랐는데 왜 합동인 도형이 나오는 거지?
학생2: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네가 정삼각형 자를 때 크게 잘라서 그래 .
학생1: 무슨 말이야?
학생2: (모눈종이에 평행사변형을 그리며) 정삼각형을 이렇게 크게 자르면, 봐봐. (외접하는) 평행

사변형이 바뀌지?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자를 때는 이 변(평행사변형의 짧은 변)보다 무조

건 작게 잘라야 돼.
학생1: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한 개 자를 때는 괜찮은데, (정삼각형을) 두 개 자를 때는 조심해야

겠구나.

학생1은 정삼각형을 자르는 과정에서 ‘≤ ([그림 4] 참조)’의 조건을 간과하여 중복되

는 볼록다각형을 만들었다. 이 경우, 외접하는 평행사변형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 ’의 조건을 고려하여 볼록다각형을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학생1, 2, 3은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 45개의 볼록다각형을 모두 찾

을 수 있었다([그림 14] 참조). 학생들은 스스로 45개의 볼록다각형을 찾아냈다는 점에 큰 성

취감을 느꼈다. 또한 3차시 수업에서 45개의 볼록다각형 중 실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

는 27개의 볼록다각형 찾는 활동을 선행하였으므로, 탐구 주제에 대한 수학적 정당화를 완벽

하게 해냈다는 사실을 만족스러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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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학생3의 최소넓이를 이용하여 찾은 볼록다각형

프로그램 적용 결과, G교육지원청 6학년반 학생들 수준에서 본 탐구 주제를 정당화하는 것

은 가능하였다. 학생들은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조건이 

복잡하지만 경우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도 실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을 찾아내는데 유

용한 판별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답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스핑크

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27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스핑크스 퍼즐 문제에 대한 증명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총 4차시 수업을 계획

하여, 실제 초등수학영재가 스핑크스 퍼즐 과제를 수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

다. 영재교육원 6학년 학생 3명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초등수학영재 학생들은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탐구 과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내각의 크기가 30°의 배수이고, 변의 길이가 자연

수 혹은  의 배수인 볼록다각형을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45개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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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등수학영재에게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은 탐구 과제를 정당화하는데 보조적인 역

할을 하였다. 학생들은 단위넓이를 이용한 정당화를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최소

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찾은 45개의 볼록다각형 중 실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을 선별하

는 수단으로서 단위넓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이 27개뿐임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체적 조작 활동이 충분히 선행되면 이후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다. Dienes(2010)는 단계별 수학학습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 활동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본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증명 활동에 앞서, 스핑크스 퍼즐을 사

용하여 볼록다각형을 만드는 경험을 2차시에 걸쳐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넓이 등에 대한 조건을 숙지하였고, 이후 탐구 문제를 증

명하는 조건으로써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하여 탐구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였다.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이 27개를 넘을 수 없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탐구 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초등에서는 수학적 정당화가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

로 논거를 제시하였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은 수학적 논리 체계가 완성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자와 같은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 나름의 논리

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당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식을 세

워 풀이하는 대수적인 방법보다, 도형을 직접 그려보는 식의 도식적이고 시각적인 풀이를 중

점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초등수학영재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을 고안하여 제공해주어야 한다. 스

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을 찾아보는 활동은 영재교육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

졌던 주제이다. 하지만 왜 그러한 결과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였다. 수학교육에서 탐구 결과를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정당화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교육

부, 2015). 본 연구는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과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

결하였다. 이처럼 초등수학영재에게 정당화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적합

한 증명 방법을 마련하여 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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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Using Sphinx 
Puzzle for the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Ji Nam Hwang

Tundae Elementary School

In terms of making more various geometrical figures than existing Tangram, Sphinx Puzzle has 

been used as a material for the gifted education. The main research subject of this paper is 

to verify how many convex polygons can be made by all pieces of a Sphinx Puzzle. There are 

several previous researches which dealt with this research subject, but they did not account 

for the clear reasons on the elementary level. In this thesis, I suggest using unit area and 

minimum area which can be proved on the elementary levels to account for this research subject. 

Also, I composed the program for the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regarding the 

subject. I figured out whether they can make the mathematical justifications. I applied this 

program for three 6th grade students who are in the gifted class of the G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s a consequence, I found that it is possible for some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to justify that the number of convex polygons that can be made by a Sphinx Puzzle 

is at best 27 on elementary level.

Key Words: Programs for the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Sphinx puzzle, Convex 

polygon, Mathematical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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