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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ardies’ 《ELEMENS DE GEOMETRIE》
Pardies의 《기하 원론》 탐구

Chang Hyewon 장혜원

This study aims to analyze Pardies’《Elements of geometry》. This book is very in-
teres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mathematical history as well as of mathemati-
cal education. Because it was used for teaching Kangxi emperor geometry in the
Qing Dynasty in China instead of Euclid’s which was considered as too difficult
to study geometry. It is expected that this book suggests historical and educa-
tional implications because it appeared in the context of instruction of geometry
in the seventeenth century of mathematical history. This study includes the anal-
yses on the contents of Pardies’《Elements of geometry》, the author’s advice for ge-
ometry learning, several geometrical features, and some features from the view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of which the latter two contain the comparisons
with other authors’ as well as school mathematics. Moreover, some didactical im-
plications were induc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Keywords: Pardies’Elements of geometry, Euclid, Kangxi emperor, logic and in-
tuition; 기하 원론, 강희제, 논리와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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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서양 수학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적 수학의 발달과 학교수학의 내용 구성은 한국

의 전통 수학에 대한 인식을 생소하게 한다. 분명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통 수학이 있었고

거기에 서양 수학이 전래되어 개입한 역사가 있다. 이는 서양 문화와의 직접적인 교섭이

아니라 중국을 통한 매개의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의 일부로 전해진 것임이 잘 알려져 있다

[3]. 곧 명대 말기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에 전래된 서양 수

학을 말한다. 당시 조선에 전해진 서양 수학은 《구수략(九數略)》을 비롯하여 [8] 조선 후기

산학서의 일부 또는 《차근방몽구 (借根方蒙求)》와 같이 서양 대수를 소개한 책을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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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기하 내용에 영향을 미친 Pardies의 《기하 원론》

이다.

Pardies(1636–1673)는 프랑스의 예수회 선교사이며 과학자이다. 1695년에 편찬된 《Oeu-

vres du Pardies》 [1]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하 원론 (Elémens de géométrie), 국소적

운동 강론 (Un discours du mouvement local), 운동 역학 (La statique ou la science

des forces mouvantes), 사분원 생성에 적합한 기계 (Deux machines propres à faire

les quadrans), 동물 인식 강론 (Un discours de la connaîssance des bestes)’등이 포

함된 것으로 보아, 주로 과학적 업적이 돋보이고 수학 저서는 한 권이지만 가장 대표할 만

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Pardies의 책이 중국 청대에 만주어로 번역되어 중국 수학에 영향을 미쳤고 [6], 이는 조

선으로까지 전해진다. 이미 17세기 초에 Ricci(利瑪竇, 1552–1610)와 서광계(1562–1633)

에 의해 Euclid의 《기하 원론》이 번역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Pardies의 책이 번역된 배

경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1690년에 강희제는 당시 선교를 위해 중국

에 입국했던 프랑스 선교사인 Gerbillon(張誠, 1654–1707)과 Bouvet(白晉, 1656–1730)

를 북경으로 불러들여 수학을 배웠다. 이들은 처음에 Euclid의 《원론》의 번역본을 교재로

사용했으나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고, 실용 기하의 원리를 숙달하기 원하는 강희

제의 요구에 따라 대신 Pardies가 저술한 《기하 원론》을 번역하기로 하였다 [11]. 7권을

번역하여1) Ricci와똑같은제목인 《기하원본(幾何原本)》을붙였다. 이책은손으로쓴것이고

잉크로 된 수정과 함께 번역자의 편집 노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성 (張誠)이

수정하고자한다.”이며,강희제또한여백에코멘트를덧붙인것이남아있다 [13]. 실제로두

선교사의 일기에는 강희제 자신이 이 번역서의 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다 [11]. 이에강희제이후청과조선의기하영역에관한서양수학의영향은 Euclid가아닌

Pardies의것이주요하다고추정하는것은무리가없다. 실제로서양수학을집대성한수리

정온 (數理精蘊, 1723)의 기하 부분에 있는 기하원본은 Pardies의 것이다 [8]. 18세기 이후

동아시아수학자와천문학자들에게인기있던것은 Ricci의 Euclid번역본이아닌수리정온에

포함된 Gerbillon과 Bouvet의 Pardies번역본이었다 [8].

Pardies의 《기하 원론》은 1671년 초판을 비롯하여, 1673년 2판, 1678년 3판, 1683년과

1690년 4판, 1705년 5판, 1724년 6판등이인터넷검색을통해참조가능하다.2) 본연구에서

1) 제7권 ‘통약불가능성’과 제8권 ‘수열과 로그’가 빠져있다. 그 이유로, [11]은 수학 구조와 기하 범위를 고려한
선택을 들었다.

2) https://books.google.co.kr/books?id=8z4o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
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1671)
https://books.google.co.kr/books?id=lBOVeSMSVlYC&printsec=frontcover&dq=Elemens+
de+Geometrie+1673&hl=ko&sa=X&ved=0ahUKEwjhloCt6offAhWFwrwKHZpBBHY4ChDoAQgsMAE#v=
onepage&q=Elemens%20de%20Geometrie%201673&f=false(1673)
https://books.google.co.kr/books?id=SzoPAAAAQ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

https://books.google.co.kr/books?id=8z4o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71)
https://books.google.co.kr/books?id=8z4o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71)
https://books.google.co.kr/books?id=lBOVeSMSVlYC&printsec=frontcover&dq=Elemens+de+Geometrie+1673&hl=ko&sa=X&ved=0ahUKEwjhloCt6offAhWFwrwKHZpBBHY4ChDoAQgsMAE#v=onepage&q=Elemens%20de%20Geometrie%201673&f=false (1673)
https://books.google.co.kr/books?id=lBOVeSMSVlYC&printsec=frontcover&dq=Elemens+de+Geometrie+1673&hl=ko&sa=X&ved=0ahUKEwjhloCt6offAhWFwrwKHZpBBHY4ChDoAQgsMAE#v=onepage&q=Elemens%20de%20Geometrie%201673&f=false (1673)
https://books.google.co.kr/books?id=lBOVeSMSVlYC&printsec=frontcover&dq=Elemens+de+Geometrie+1673&hl=ko&sa=X&ved=0ahUKEwjhloCt6offAhWFwrwKHZpBBHY4ChDoAQgsMAE#v=onepage&q=Elemens%20de%20Geometrie%201673&f=false (1673)
https://books.google.co.kr/books?id=SzoPAAAAQ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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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제3판3)은 1678년에발행된것으로, Figure 1에서보듯이‘Elémens de Géométrie où

par une méthode courte & aisée l’on peut apprendre ce qu’il faut sçavoir d’Euclide,

d’Archimède, d’Apollonius, & les plus belles inventions des anciens & des nouveaux

Géomètres’라는제목과부제가붙은기하책이다. 부제에서볼수있듯이, ‘Euclide, Archimède,

Apllonius에대해알아야하는것과고대와현대기하학자들의가장아름다운발명품을배울

수 있는 짧고 쉬운 방법’을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Pardies가 기하학에 대해

알아야하는내용으로 Euclid의것을축소하여짧게다루었을뿐만아니라그외의수학자를

언급함으로써 Euclid에만한정되지도않았다는것이다. 아울러 Euclid의논리연역적전개의

어려움과지루함을벗어나쉽게다루고자한대안중하나라는점이다.

- 3 -

에 대해 알아야하는 것과 고대와 현대 기하학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을 배울 Apllonius

수 있는 짧고 쉬운 방법 을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 기하학에 대해 ’ . Pardies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의 것을 축소하여 짧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학자Euclid

를 언급함으로써 에만 한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 논리 연역적 전Euclid . Euclid

개의 어려움과 지루함을 벗어나 쉽게 다루고자 한 대안 중 하나라는 점이다.

프랑스어 원본은 라틴어 영어 독일어 만주어 중국어, , , , 

로 번역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원본 외에 [11], 

가 년에 번역한 영역본 판을 참조하였다Harris[7] 1734 9 . 

영역본에서 원본의 내용과 구조가 대부분 유지되지만 생

략되거나 또는 번역자 고유의 설명이나 구성이 가미된 

부분이 다수 있다 명제 조건 증명 그림 예 등을 추가. , , , , 

하여 설명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재구성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공리. (problem), (axiom), 

따름정리 등을 별도로 추가 구성하기도 하였다(corollary) .

이에 대한 이유를 자신이 쓴 독자에게 전함Harris ‘ ’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는 이 책이 자신이 보았던 . Harris

기하 책 중 가장 명확하고 짧으면서도 가장 쉬운 책이라

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의 말. “Pardies ‘
이 아니라 의미 를 전하고 싶기 때문(words)’ ‘ (sense)’

에 책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지도 경험에 비추어 

필요한 것은 보충하고 덜 유용한 것은 삭제하였다[7, 

고 하였다 의 주요 목적은 좀 더 추상화되p.A3]” . Harris

고 간략하며 아주 유용하고 보편적인 증명 방법으로 독자를 이끄는 것이고 이를 위해 원문 , 

그대로가 아닌 재구성하여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원본 제 판의 전체 권 중 도형의 성질 탐구에 해당하는 제 권Pardies 3 9 5

까지의 내용에 국한하여 책의 구성 및 저자의 기하 학습관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 고찰할 , 

것인데 특히 내용 관련해서는 기하 측면과 초등수학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 . 

하여 가 책을 저술하면서 의도했던 기하 학습에 대한 관점이 드러날 것이 기대된다Pardies . 

더불어 이 책의 수학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가 한국 전통 수학에 미친 서양 수

학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수학교육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 기, 

하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오늘날의 초보자에게 기하를 가르치기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2 

책은 학술원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서문 기하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 ’, ‘ ’, ‘
게 하는 조언 에 이어서 총 권으로 구성된다 권 구성에 대해 가 서론에 밝힌 이’ 9 . 9 Pardies

유는 기하의 대단한 발명 중 더 심오하고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다른 권은 기하를 배우기 ‘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집’ . 

필한 점 편지글에 드러나듯이 변화하는 과학계에 대한 의 예리한 인식 전, Pardies [11], Euclid 

개방식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자신의 집필 방식에 대한 정당화 등은 의 시대적 학문Pardies , 

Figure 1. 3rd edition of 
<El mens de geom trie>é éFigure 1. 3rd edition of 《Elémens de géométrie》

프랑스어원본은라틴어,영어,독일어,만주어,중국어로번역되었는데 [11],본연구에서는

프랑스어 원본 외에 Harris [7]가 1734년에 번역한 영역본 9판을 참조하였다. 영역본에서

원본의 내용과 구조가 대부분 유지되지만 생략되거나 또는 번역자 고유의 설명이나 구성이

가미된부분이다수있다. 명제,조건,증명,그림,예등을추가하여설명하거나순서를바꾸어

재구성하는방법이주로이용되었다. 경우에따라서는문제(problem),공리(axiom),따름정

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1678)
https://books.google.co.kr/books?id=xmhDCRV8zx0C&printsec=frontcover&hl=ko&source=
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1683)
https://books.google.co.kr/books?id=RgkOAAAAQ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
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1690)
https://books.google.co.kr/books?id=_-Je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
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1705)
https://books.google.co.kr/books?id=_pZl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
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1724)

3) 본 연구자가 가장 먼저 입수한 제3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지만, 편집상 오류가 있는 서론은 1690년 발행된 제
4판을 참조하였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SzoPAAAAQ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78)
https://books.google.co.kr/books?id=SzoPAAAAQ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78)
https://books.google.co.kr/books?id=xmhDCRV8zx0C&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83)
https://books.google.co.kr/books?id=xmhDCRV8zx0C&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83)
https://books.google.co.kr/books?id=RgkOAAAAQ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90)
https://books.google.co.kr/books?id=RgkOAAAAQ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690)
https://books.google.co.kr/books?id=_-Je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705)
https://books.google.co.kr/books?id=_-Je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705)
https://books.google.co.kr/books?id=_pZl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724)
https://books.google.co.kr/books?id=_pZlAAAAcAAJ&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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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corollary)등을별도로추가구성하기도하였다.

이에대한이유를Harris자신이쓴 ‘독자에게전함’에서찾아볼수있다. Harris는이책이

자신이보았던기하책중가장명확하고짧으면서도가장쉬운책이라는생각을드러내고있

다. 또한 “Pardies의 ‘말(words)’이아니라 ‘의미(sense)’를전하고싶기때문에책을그대로

옮기지않고자신의지도경험에비추어필요한것은보충하고덜유용한것은삭제하였다 [7,

p. A3]”고하였다. Harris의주요목적은좀더추상화되고간략하며아주유용하고보편적인

증명방법으로독자를이끄는것이고,이를위해원문그대로가아닌재구성하여번역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rdies의 원본 제3판의 전체 9권 중 도형의 성질 탐구에 해당하는 제5권

까지의내용에국한하여책의구성및저자의기하학습관,특징적인내용에대해고찰할것인

데, 특히 내용 관련해서는 기하 측면과 초등수학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Pardies가책을저술하면서의도했던기하학습에대한관점이드러날것이기대된다. 더불어

이책의수학사적위상을고려할때본연구결과가한국전통수학에미친서양수학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수학교육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 기하를 배우기

어려워하는오늘날의초보자에게기하를가르치기위한시사점을추출하고자한다.

2 책의구성

책은 ‘학술원 회원들에게 보내는편지글’, ‘서문’, ‘기하를 이해하고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에이어서총 9권으로구성된다. 9권구성에대해 Pardies가서론에밝힌이유는 ‘기하의

대단한발명중더심오하고어려운것을설명하는다른권은기하를배우기시작하는사람들

에게그렇게필요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라틴어가아닌프랑스어로집필한점, 편지글에

드러나듯이변화하는과학계에대한 Pardies의예리한인식 [11], Euclid전개방식에대한비

판에기초한자신의집필방식에대한정당화등은 Pardies의시대적,학문적,교육적안목을

보여준다. 9권의제목(Table 1)을정리하는것은책속에담긴내용을개관하는데도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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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적 안목을 보여준다 권의 제목 을 정리하는 것은 책 속에 담긴 내용을 개, . 9 (Table 1)

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쪽 수 제목 항목 수
1 1-13 선과 각 35
2 14-22 삼각형 21
3 23-31 사각형과 다각형 24
4 32-49 원 32
5 50-57 입체도형 41

6 58-93 비 74
7 94-112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les) 47
8 113-133 수열과 로그 36
9 134-163 문제 실용수학, 48

Table 1. Contents of Pardies’ <El mens de Geom trie> é é

의 기하 원론 의 가장 큰 가치는 정의 공준 공리로부터 출발하는 논리 연역적 구Euclid < > , , 

조에 입각하여 증명을 수반한 명제로 구성된 기하 체계의 수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 

이에 대한 학습의 어려움을 개선한 여러 대안적 접근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그와 같은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시 내용을 축소하고 주제 유형별로 재구성하여 . Pardies 

번호를 붙여가며 문단을 써내려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거기서 새로 도입되거나 정의되는 용. 

어는 이탤릭체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에서 보듯이 개 주제 중 기하와 직접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권을 Table 1 9 1~5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권 선과 각 에서는 기하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 선 각 원 수직 평행 등1 ‘ ’ , , , , , 

의 기본 개념 및 관련 성질이 다루어진다 권 삼각형 에서는 도형 삼각형의 분류와 구. 2 ‘ ’ , , 

성 요소 삼각형의 내각의 합 삼각형의 합동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대변과 대각의 관계 한 , , , , ,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등을 다룬다 권 사각형과 다각형 에서는 사각형의 분류 평행사. 3 ‘ ’ , 

변형의 성질 평행선 사이의 등적변형 다각형과 정다각형 다각형의 내각의 합 등을 다룬, , , 

다 권 원 에서는 원의 접선 현 활꼴 호 원주각 중심각과 관련 성질 삼각법 외접다. 4 ‘ ’ , , , , , , , 

각형 내접다각형 등을 다룬다 권 입체도형 에서는 수직과 평행 기둥 뿔 구 등 입체, . 5 ‘ ’ , , , 

도형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입체의 부피 정다면체 등을 다룬다 이는 권 중 가장 , , , . 1~5

많은 수의 명제를 담고 있는데 오히려 분량은 가장 적다 많은 명제에 대해 증명이 생략되, . 

어 있기 때문이다.

의 기하 학습관 3 Pardies

의 기하 학습에 대한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론이다 기하의 중요성에 Pardies .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 다수 있는데 물리 등 자연과학 미술 역학 등에서의 유용성, , , 

을 들어 기하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는 Pardies “수학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수학 문외한에게조차 기하에서 가장 필요

한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했다 는  [20]”
의도에 따라 “가능한 쉽게 기하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고 하였다 그가 이와 ” . 

Table 1. Contents of Pardies’ 《Elémens de Géomét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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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lid의 《기하 원론》의 가장 큰 가치는정의, 공준, 공리로부터출발하는논리연역적구

조에입각하여증명을수반한명제로구성된기하체계의수립에있다고할것이다. 한편이에

대한학습의어려움을개선한여러대안적접근이보여주는특징중하나는그와같은구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Pardies 역시 내용을 축소하고 주제 유형별로 재구성하여 번호를

붙여가며문단을써내려가는형식을취하였다. 거기서새로도입되거나정의되는용어는이

탤릭체로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Table 1에서 보듯이 9개 주제 중 기하와 직접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1∼5권을

분석대상으로할것이다.

1권 ‘선과 각’에서는 기하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 선, 각, 원, 수직, 평행 등의

기본개념및관련성질이다루어진다. 2권 ‘삼각형’에서는,도형,삼각형의분류와구성요소,

삼각형의 내각의 합, 삼각형의 합동,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대변과 대각의 관계, 한 점에서

직선까지거리등을다룬다. 3권 ‘사각형과다각형’에서는사각형의분류,평행사변형의성질,

평행선사이의등적변형,다각형과정다각형,다각형의내각의합등을다룬다. 4권 ‘원’에서는

원의 접선, 현, 활꼴, 호, 원주각, 중심각과 관련 성질, 삼각법, 외접다각형, 내접다각형 등을

다룬다. 5권 ‘입체도형’에서는 수직과 평행, 기둥, 뿔, 구 등 입체도형,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체의부피,정다면체등을다룬다. 이는 1∼5권중가장많은수의명제를담고있는데,

오히려분량은가장적다. 많은명제에대해증명이생략되어있기때문이다.

3 Pardies의기하학습관

Pardies의기하학습에대한생각을잘파악할수있는부분이서론이다. 기하의중요성에

대한인식을보여주는부분이다수있는데, 물리등자연과학, 미술, 역학등에서의유용성을

들어기하학습의중요성을역설하였다.

그래서 Pardies는 “수학을시작하는사람들과수학문외한에게조차기하에서가장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했다 [20]”는 의도에

따라 “가능한쉽게기하를배울수있는방법을제공한다”고하였다. 그가이와같이쉬운학습

법을구상한것은 Euclid원론에대한대안을의도한것으로간주되며, Pardies역시 “Euclid

와 그 외 저자들의 책을 어렵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가생각한어려움과지루함의원인은증명없이는지날수없는엄밀한정확성,너무도길게

이어지는 일련의 정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루한 일련의 명제 대신 단 하나의 명제로

증명하거나많은것을몇개의일반원리하에환원하는방법으로축약한것이다.

한편 Pardies의 기하 학습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시적인 관련 자료가

바로 ‘기하를이해하고싶은사람들에게하는조언 [20]’이다.

첫째,명제를읽는것과동시에그림을적절히고려해야합니다. 처음에는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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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고가따르겠지만 2∼3일이면잘하게될것입니다.

둘째,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접해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기하는

역사처럼이해하기쉬운것이아닙니다.

셋째,어떤명제든의도적으로읽고숙고한후에도이해하지못했다면일단무시

하세요. 더읽으면아마알게될것이고또는적어도전체를마치고서새롭게읽기

시작해야합니다. 실제로기하에는처음읽어서는결코이해할수없는많은것이

있습니다.

넷째, (3.24)와같이괄호안의수는언급되는주제가다른곳에서증명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들어, (3.24)는제3권의 24번에서다루어졌으며그수를항상

기억하여참조함으로써읽고있는것에대한증명을거기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섯째,이해하지못하는단어를접하면언제든지책의말미에있는표를참조하

세요.

여섯째,처음에는증명의본성과방법을설명해줄전문가가있다면아주좋습니다.

그렇게하여스스로읽는것보다훨씬더쉽고빠르게이해하게될것입니다.

일곱째, Clermont대학에오는수고를한다면,책의저자인내가매주월요일과

금요일에설명을이어갈것입니다.

첫째는 기하 학습에서 그림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에

대한이해가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데,이또한처음부터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

라고하였다. 그러나어렵지않기때문에약간의경험만으로도익숙해진다고말함으로써기하

학습에서그림을이용하는필요성과중요성에대해조언하고실천을독려한것이다.

둘째는 기하 학습이 원래 어려운 공부임을 말한다. 기하라는 학문이 지닌 근원적인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장애 요인을 접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에

대비되는학문의 사례로역사를 든것도주목할만하다. 여기서 Pardies의수학교육관외에

역사교육관이암시된다. 역사를맥락속의스토리로보든지단편적인사실의암기로보든지

논리적이고추상적인내용을다루는기하와는비교되는학문으로고려한것으로해석된다.

셋째는둘째에서말한기하학습의어려움의본성과연계된조언으로,주의깊게읽고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도이해가안된다면일단간과하라는것이다. 이해가안되는것을끝까지잡고

있다가포기해서는안되며,일단뒤의것을먼저읽어나가서차후다시새롭게읽다보면다시

이해할가능성이높다고조언한다.

넷째는 교재 활용 측면으로, 각 항목의 내용 중 출현하는 괄호 안의 수를 설명한 것이다.

이는해당내용이앞서어디에서나왔는지를알려주기위함이다. 해당내용이어떻게증명및

취급되었는지를상세하게알고싶을때해당본문에서찾아참조하는것을돕는역할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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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는 책의 뒷부분 색인을 말한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하에서 설명된

용어 표’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첫째 수는 책의 권 수, 이어지는 수는 항목 번호를 의미한

다고하였다. 넷째조언의방법에따르면 2.5는 (2.5)와같은방식으로표현하면된다. 색인의

역할은 찾아보고 싶은 용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책을

읽다가모르는용어가나오면색인을보고그부분을참조하라는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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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내용이 앞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려주

기 위함이다 해당 내용이 어떻게 증명 및 취급되었. 

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싶을 때 해당 본문에서 찾아 

참조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위한 것이다.

다섯째는 책의 뒷부분 색인을 말한다 에서 . Figure 2

보는 바와 같이 이 기하에서 설명된 용어 표 라는 ‘ ’
제목을 달고 있으며 첫째 수는 책의 권 수 이어지는 , , 

수는 항목 번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넷째 조언의 . 

방법에 따르면 는 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2.5 (2.5)

된다 색인의 역할은 찾아보고 싶은 용어가 나와 있. 

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책을 . 

읽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색인을 보고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조언이다.

여섯째는 기하 학습시 교사나 멘토의 안내가 매우 

효과적임을 말한다 둘째와 셋째 조언에서 언급했듯. 

이 가 생각할 때 기하 학문은 어려움을 내포Pardies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명이 있다면 내용 파악이 훨씬 빠르고 쉬울 것이라고 조언해

준다.

일곱째는 자신의 강의를 추천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조언일 , 

뿐이다.

이와 같이 가 명시적으로 제공한 기하 학습자를 위한 조언 외에 본문의 책의 내용  Pardies

및 전개 방식에 따른 기하학적 측면과 초등수학교육의 측면에서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 역시 

가 생각한 기하 학습관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Pardies .

기하학적 측면에서의 특징4 

기하와 측정4.1 

기하의 출발은 측량 이었다 기하를 뜻하는 의 어원에 따라 토지 측량에서 그 ‘ ’ . geometry

근원을 찾는 것은 고대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에 따른 토지 측량이나 중국 산학의 양전(量
과 관련되며 역사발생적 원리에 따라 기하 교재를 구성한 의 관점 에서도 분명) , Clairaut [4]田

하다 역시 제 권 맨 앞부분에서 기하 탐구의 대상을 양 으로 간주함으로써 . Pardies 1 (quantit )é
기하를 측정과 동일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는 양 이라는 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를 같은 성질의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Quantit )é
더 크다 더 작다 같다 같지 않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넓이 개수 무게‘ , , , ’ . , , , 

시간 운동처럼 더 많거나 더 적거나에 따라 비교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하의 대상이다 , 

[20, p.1]. 

더 크다 더 작다 같다 같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 비교 가능한 같은 속성의 대상을 기‘ , , , ’
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무게 시간 등 오늘날 측정의 대상인 모든 양. , 

Figure 2. Table of words [20]
Figure 2. Table of words [20]

여섯째는기하학습시교사나멘토의안내가매우효과적임을말한다. 둘째와셋째조언에서

언급했듯이 Pardies가생각할때기하학문은어려움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전문가의설명이

있다면내용파악이훨씬빠르고쉬울것이라고조언해준다.

일곱째는 자신의 강의를 추천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조언일

뿐이다.

이와같이 Pardies가명시적으로제공한기하학습자를위한조언외에본문의내용및전개

방식에따른기하학적측면과초등수학교육의측면에서특징을분석하는것역시 Pardies가

생각한기하학습관을추정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4 기하학적측면의특징

4.1 기하와측정

기하의 출발은 ‘측량’이었다. 기하를 뜻하는 geometry의 어원에 따라 토지 측량에서 그

근원을찾는것은고대이집트나일강의범람에따른토지측량이나중국산학의양전 (量田)

과관련되며,역사발생적원리에따라기하교재를구성한 Clairaut의관점 [4]에서도분명하

다. Pardies역시제1권맨앞부분에서기하탐구의대상을양 (quantité)으로간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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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를측정과동일시한것으로확인된다.

우리는양(Quantité)이라는명사를이용하여하나를같은성질의다른것과비교

하면서 ‘더 크다,더작다,같다,같지않다’고 말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넓이,

개수,무게,시간,운동처럼더많거나더적거나에따라비교될수있는모든것이

기하의대상이다 [20, p. 1].

‘더 크다, 더 작다, 같다,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비교 가능한 같은 속성의 대상을 기하의

대상으로간주하고있다. 흥미로운것은무게,시간등오늘날측정의대상인모든양을기하의

대상으로삼으며,이책에서는외연적양만을다룬다고하여 Euclid처럼길이,폭,두께의세

가지외연에따라점,선,면,체로확장하였다(Table 2).

- 7 -

을 기하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 책에서는 외연적 양만을 다룬다고 하여 처럼 길이 폭, Euclid , , 

두께의 세 가지 외연에 따라 점 선 면 체로 확장하였다, , , (Table 2).

점 선 면 체

길이 ☓ ◯ ◯ ◯

폭 ☓ ☓ ◯ ◯

두께 ☓ ☓ ☓ ◯

Table 2. Objects of geometry

직관적 접근4.2 

두 선교사 과 가 청의 강희제를 위한 수학 교재로 와 서광계가 번역Gerbillon Bouvet Ricci

한 기하원본 을 마다하고 의 저작을 기초로 새로운 번역을 한 이유가 전자의 복잡< > Pardies

함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독자에게 가능한 쉽게 가르치고자 했던 의 의도를 책의 서, Pardies

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전략이 명제에 대해 논리적 증명을 생략한 채 직. 

관적 이해를 독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 (5.3)6)에서 두 평면의 수직을 말하는데 한 쪽이 , 

다른 쪽보다 더 기울지 않은 것이며 마치 땅 위에 서있는 벽과 같다는 비유를 빌어 설명한

다. 

그러나 직관적 접근과 함께 이어서 엄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평면에 . 

수직인 직선을 다루는데 에서 직선이 직각으로 서 있을 때 즉 평면의 어느 한쪽으로도 , (5.1) , 

기울지 않은 경우라는 직관적 설명에 이어 에서는 직선이 같은 평면에 있는 두 직선, (5.17)

에 각각 수직이면 그 평면에도 수직이라고 추가로 설명한 경우이다.

정당화의 유형4.3 

명제의 타당성을 밝히는 연역적 증명의 어려움은 오늘날의 학교수학에서도 이슈가 되어 

왔고 이에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에서는 기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 2015 [15] ‧
의사항 중 하나로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
기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기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 , , 

등과 같은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고 명시함으로써 수학’
적으로 엄밀한 방법보다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정당화 방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Parides

는 원론의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정당화를 선택적으로 활Euclid 

용한다.

증명의 생략4.3.1 

명제의 내용이 자명한 경우에 증명 없이 제시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에서 평행. , (1.27)

6) 본고에서 은 자신이 기하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 에서 설명하고 원 (m.n) Pardies ‘ ’
본에서 채택했던 표현으로 장의 째 항목을 의미한다, m n .

Table 2. Objects of geometry

4.2 직관적접근

두선교사Gerbillon과 Bouvet가청의강희제를위한수학교재로Ricci와서광계가번역한

《기하원본》을마다하고 Pardies의저작을기초로새로운번역을한이유가전자의복잡함에있

다는사실과함께,독자에게가능한한쉽게가르치고자했던 Pardies의의도를책의서론에서

확인할수있다. 이를위한대표적전략이명제에대해논리적증명을생략한채직관적이해를

독려하는것이다. 예를들어 (5.3)4)에서 두 평면의 수직을 말하는데,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기울지않은것이며마치땅위에서있는벽과같다는비유를빌어설명한다.

그러나 직관적 접근과 함께 이어서 엄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다루는데, (5.1)에서 직선이 직각으로 서 있을 때, 즉 평면의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않은경우라는직관적설명에이어, (5.17)에서는직선이같은평면에있는두직선에

각각수직이면그평면에도수직이라고추가로설명한경우이다.

4.3 정당화의유형

명제의 타당성을 밝히는 연역적 증명의 어려움은 오늘날의 학교수학에서도 이슈가 되어

왔고,이에 2015개정중학교수학과교육과정 [15]에서는기하영역의교수�학습방법및유

4) 본고에서 (m.n)은 Pardies 자신이 ‘기하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에서 설명하고 원본에서
채택했던 표현으로, m권의 n째 항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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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항중하나로 ‘도형의성질을이해하고설명하는활동은관찰이나실험을통해확인하기,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기,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등과

같은다양한정당화방법을학생수준에맞게활용할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수학적으로엄

밀한방법보다학생들에게유의미한정당화방법에주목하는경향이있다. Parides는 Euclid

원론의전개방식을따르지않았기때문에여러유형의정당화를선택적으로활용한다.

증명의생략

명제의내용이자명한경우에증명없이제시한경우가있다. 예를들어, (1.27)에서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증명 없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하거나,제5권입체도형에서공간상의직선과평면사이의여러가지관계를제시하

면서 ‘이 명제들은아주명백해서약간만주의하여고려하면굳이증명할필요가없다.’고 한

경우이다.

이와같이증명없이자명하기때문에증명이필요없다고한것에비해,증명을생략한또

하나의경우는유사증명이앞서이미제시된바있기때문이다. 즉다른명제의증명방법과

동일하기때문에그것으로갈음한다는것이다. (4.25)의정다각형의넓이가다각형의둘레와

중심에서변에내린수선을밑변과높이로갖는직각삼각형의넓이라는명제에대해그증명이

앞선명제 (원의외접다각형의넓이는원의반지름과다각형의둘레를높이와밑변으로하는

직각삼각형의넓이와같다.)의증명과동일하다고설명한경우가이에해당한다.

직관적증명

(2.11)에서는 SAS 합동을 설명하는데, 한 삼각형을 다른 삼각형 위에 포개어 놓도록 상상

하게한다. 같은두변과그사잇각을겹쳐놓으면나머지꼭짓점과변,두각이같게맞춰질수

밖에없어서한삼각형의모든요소가다른삼각형에잘대응하고,따라서위에있는삼각형의

어느것도아래있는삼각형의다른부분으로넘지못한다는직관적인설명을제공한다.

또는사례를보이는것으로증명을대신한경우가있다. (1.18)에서같은길이의호로잡은

각은크기가같다고한다음, Figure 19에서 ‘마치 호 cb가호 ed와같다는것을증명하면각

cab가각 ead와같은것도증명한것과같다’라고한경우이다.

논리적증명

Euclid기하에서익숙한,그러나학습자의입장에서는어려움의원인이되는정당화가논리

적증명이라할수있다. 수학의매우본질적인특성을보여주는수학적활동이지만,그어려움

때문에 Euclid의 《기하 원론》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 수학자들이 약화시켜 다루었던 정당화

방법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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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dies는여러증명방법을이용했으며 Euclid와분명히차이가있는전개방식을택하고

있지만다수의명제에대해논리적증명에의존한다. 예를들어, (2.9)에서삼각형의세내각의

합이 2직각임을, (2.10)에서 삼각형의 한 외각은 두 내대각의 합과 같음을 보이기 위해 앞선

명제를근거로하여연역적전개를한다음맨끝에 ‘이것이증명이다’라고명시적으로밝히고

있다.

한편 간접 증명법도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명제의 증명을 위해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끄는귀류법을이용한다. (2.18)에서모든삼각형은반드시두개의예각을지님을증명하

면서 결론인 ‘두 개의 예각을 지닌다’를 부정하여 예각이 한 개인 삼각형을 가정하여 모순을

끌어내는것이다. ‘만약 예각이한개라면’ 나머지두각이모두둔각이거나모두직각이거나

하나는둔각이고다른것은직각인세가지경우를생각할수있는데,삼각형의세내각의합이

2직각이므로어느경우도불가능하다고한것이다.

더욱이 (4.31)에서는귀류법에대해예를덧붙여명시적으로설명한다. (4.31)은원의넓이

가 반지름과 원주를 밑변과 높이로 하는 직각삼각형과 같다는 명제인데, 이 삼각형이 (4.24,

25, 26, 27에의해)내접하는모든다각형보다크고,외접하는모든다각형보다작다는사실을

이용한다. 직각삼각형이원과같다는결론을부정하면원보다크거나작다. 이삼각형이원보

다크든지작든지모순이고불가능하기때문에원과같을수밖에없다는결론을얻는것이다.

구체적으로,직각삼각형이원보다크면,직각삼각형보다작은외접다각형을잡되원과의차이

가직각삼각형과원의차이보다작게잡을수있는데,이는직각삼각형이모든외접다각형보다

작다는것에모순이다. 한편직각삼각형이원보다작으면, 직각삼각형보다큰내접다각형을

잡되 원과의 차이가 직각삼각형과 원의 차이보다 작게 잡을 수 있는데, 이는 직각삼각형이

모든내접다각형보다크다는사실때문에불가능한것이다.

방금한것과같은유형의증명을 ‘L’impossible(불가능)’이라하는데,고대인들

의발명품중가장아름다운것중하나다. 모든불가분에대한기하가이에기초한

다. 그래서일부현대저자들이그것을간접적이고결함있는것으로거부한다는

것에놀라지않을수없다. 그러나이와같은우아함의수준에이르러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증명할수없다면증명을인정할수없다. 그것을정규적이며직접적

이게 만드는 기회를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쉽다. 왜냐하면,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면되기때문이다 : 어느만큼의결정된두양 a와 b에서, b보다크거나작은

모든다른상상가능한양이 a보다도크거나작다면두양 a와 b는같다. 이원리

는결국그자체로매우자명하다. 따라서이삼각형이원과같음을직접증명할

것이다. 원보다작은모든상상가능한 (내접)도형은그삼각형보다작고,원보다

큰모든 (외접)도형은그삼각형보다크기때문이다 [20, pp. 47–48].

이와같이귀류법의매력을언급한다음,그것을직접증명법으로해석하는원리를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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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간접증명법을평가절하하지않도록주의할것을피력한것이다.

4.4 명제의역(converse)과원리(principe)

Pardies의 원론에서 명제의 역 (converse)과 원리 (principe)의 제시는 논리적 특성을 드

러내는부분이라할수있다.

우선제1권에서평행선의성질을다루면서 (1.32)에서두직선이평행이면동측내각의합이

2직각임을증명한다음, (1.33)에서명제의역을명시적으로다룬다.

가정된 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그 결론을 가정하고 가정된 것을 끌

어내는 것을 역 명제라 한다. 예를 들어, 두 직선이 평행이면 각 d와 f의 합이 2

직각임을말하는데, 여기서직선의평행을가정하고그로부터각에대한결론을

내린다. 역은다음과같다. 동측내각 d와 f의합이 2직각이면두직선은평행하

다. 여기서두각이 2직각임을가정한다음두직선이평행임을결론내린다 [2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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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다 직각삼각형이 원과 같다는 결론을 부정하면 원보다 크거나 작다 이 삼각형이 . . 

원보다 크든지 작든지 모순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각삼각형이 원보다 크면 직각삼각형보다 작은 외접다각형을 잡되 원. , , 

과의 차이가 직각삼각형과 원의 차이보다 작게 잡을 수 있는데 이는 직각삼각형이 모든 외, 

접다각형보다 작다는 것에 모순이다 한편 직각삼각형이 원보다 작으면 직각삼각형보다 큰 . , 

내접다각형을 잡되 원과의 차이가 직각삼각형과 원의 차이보다 작게 잡을 수 있는데 이는 , 

직각삼각형이 모든 내접다각형보다 크다는 사실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방금 한 것과 같은 유형의 증명을 불가능 이라 하는데 고대인들의 발명‘L’impossible( )’ , 

품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다 모든 불가분에 대한 기하가 이에 기초한다 그래서 . . 

일부 현대 저자들이 그것을 간접적이고 결함 있는 것으로 거부한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아함의 수준에 이르러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 

다면 증명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정규적이며 직접적이게 만드는 기회를 여기서 제공. 

하는 것은 매우 쉽다 왜냐하면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만큼의 결. , : 

정된 두 양 와 에서 보다 크거나 작은 모든 다른 상상가능한 양이 보다도 크거나 작a b , b a

다면 두 양 와 는 같다 이 원리는 결국 그 자체로 매우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삼각형이 a b . . 

원과 같음을 직접 증명할 것이다 원보다 작은 모든 상상가능한 내접 도형은 그 삼각형보. ( )

다 작고 원보다 큰 모든 외접 도형은 그 삼각형보다 크기 때문이다 , ( ) [20, pp.47-48].

이와 같이 귀류법의 매력을 언급한 다음 그것을 직접 증명법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제공, 

함으로써 간접증명법을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피력한 것이다.

명제의 역 과 원리4.4 (converse) (principe)

의 원론에서 명제의 역 과 원리 의 제시는 논리적 특성을 드러내Pardies (converse) (principe)

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제 권에서 평행선의 성질을 다루면서 에서 두 직선이 평행이면 동측내각의 합1 (1.32)

이 직각임을 증명한 다음 에서 명제의 역을 명시적으로 다룬다2 , (1.33) . 

가정된 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그 결론을 가정하고 , 

가정된 것을 끌어내는 것을 역 명제라 한다 예를 들어 두 직선. , 

이 평행이면 각 와 의 합이 직각임을 말하는데 여기서 직선d f 2 , 

의 평행을 가정하고 그로부터 각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역은 . 

다음과 같다 동측내각 와 의 합이 직각이면 두 직선은 평행. d f 2

하다 여기서 두 각이 직각임을 가정한 다음 두 직선이 평행임. 2

을 결론 내린다 [20, p.12].

역명제는 별도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는 이어지는 에서 이 경우에. Pardies (1.34)

는 역명제가 참이라고 언급하고 그에 대해 두 직선을 지나는 한 직선이 만드는 엇각이 , 

같게 되어 두 직선이 평행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서술은 특정 항. 

목에 대한 참조 표시 없이 제시되어 있어 논리적 전개의 소홀함이 발견된다 분석해보면. , 

Figure 3 [20, p.12]Figure 3. [20, p. 12]

역명제는별도의증명을필요로한다. 따라서 Pardies는이어지는 (1.34)에서이경우에는역

명제가참이라고언급하고,그에대해두직선을지나는한직선이만드는엇각이같게되어두

직선이평행임을알고있기때문이라고하였다. 그러나이서술은특정항목에대한참조표시

없이제시되어있어논리적전개의소홀함이발견된다. 분석해보면,명제의역을명시적으로

다루기 전인 (1.29)에서 ‘한 직선이 평행인 두 직선을 지나면 그 직선은 두 직선에 같게 기울

것이고,두직선을지나는한직선이두직선에같게기울면그두직선이평행’임을증명하여,

이미 명제와 그 역에 대한 암묵적인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종종 역에 대해

다루는부분이있는데,예컨대 (2.13)에서 ‘앞 명제의역도참이다’라고하면서삼각형의 SSS

합동조건을다룬다.

한편 Euclid 원론의 공리 중 첫째인 ‘두 개가 제3의 것과 같다면 그 두 개는 서로 같다’를

(1.35)의증명과정에서이용하는데,이를단순히하나의 ‘원리’라고언급한다. 공리에기초한

논리연역적접근과는거리를두는저자의의도로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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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uclid이외의Archimède를인용한직관성

책의 부제에 포함된 세 수학자 중 한 명인 Archimède가 (2.20)에서 언급된다.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이 다른 변보다 길다’는 명제의 증명에 이어 (2.21)에서 자연스러운 원리인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선분임을 통해 (2.20)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함을 말한다. 이

때 Archimède의원리를언급하는데, Figure 4에서 cdb는 ceb보다길고, cab는 cdb보다긴

것처럼 다른 우회로를 포함하는 우회로 (circuit)가 더 길다는 것이다. 다만 cab의 우회로에

포함되어도 cffb가더길수있다는예외를언급하지만,예외를제거할조건의첨가는제시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Archimède의원리를이용하면, 삼각형의두꼭짓점을직접이은선분이

제3의꼭짓점을거치는것보다짧기때문에앞선증명없이도자연스럽다고한것이다.

- 10 -

명제의 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전인 에서 한 직선이 평행인 두 직선을 지나면 그 (1.29) ‘
직선은 두 직선에 같게 기울 것이고 두 직선을 지나는 한 직선이 두 직선에 같게 기울면 , 

그 두 직선이 평행 임을 증명하여 이미 명제와 그 역에 대한 암묵적인 처리가 있었음을 ’ ,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종종 역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에서 앞 명제. , (2.13) ‘
의 역도 참이다 라고 하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다룬다’ SSS .

한편 원론에서의 공리 중 첫째인 두 개가 제 의 것과 같다면 그 두 개는 서로 Euclid ‘ 3

같다 를 의 증명 과정에서 이용하는데 이를 단순히 하나의 원리 라고 언급한다’ (1.35) , ‘ ’ . 

공리에 기초한 논리 연역적 접근과는 거리를 두는 저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의 를 인용한 직관성4.5  Euclid Archim deè

책의 부제에 포함된 세 수학자 중 한 명인 가 에서 언급된다 삼각형Archim de (2.20) . ‘è
의 두 변의 합이 다른 변보다 길다 는 명제의 증명에 이어 에서 자연스러운 원리인 ’ (2.21)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선분임을 통해 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함을 말(2.20)

한다 이 때 의 원리를 언급하는데 에서 는 보다 길고 는 . Archim de , Figure 4 cdb ceb , cabè
보다 긴 것처럼 다른 우회로를 포함하는 우회로cdb

가 더 길다는 것이다 다만 의 우회로에 포함(circuit) . cab

되어도 가 더 길 수 있다는 예외를 언급하지만 예외cffb , 

를 제거할 조건의 첨가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 

의 원리를 이용하면 삼각형의 두 꼭짓점을 직Archim de , è
접 이은 선분이 제 의 꼭짓점을 거치는 것보다 짧기 때문3

에 앞선 증명 없이도 자연스럽다고 한 것이다. 

차원의 일관성4.6 

에서 두 직선의 평행을 두 직선이 어느 지점에서든 둘 사이의 거리가 같은 것으로 (1.26)

정의하고 에서 두 평면의 평행을 두 평면 사이에 그은 모든 수선이 같은 것으로 정의, (5.2)

하였다 평면에서 직선의 평행성과 공간에서 평면의 평행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함으로. 

써 차원의 일관성을 드러낸다2, 3 .

차원간의 일관성에 대한 의 사고는 증명에서도 나타난다 차원으로부터 차원으로Pardies . 2 3

의 유추적 사고를 이용한 경우이다 부터 까지는 입체도형의 부피에 관한 것인데. (5.27) (5.34) , 

밑면과 높이가 각각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가 같다는 것을 밑변과 높이가 각각 같은 평면도

형의 넓이가 같음을 이용하여 증명 없이 설명한다 이에 대해 . “다음 개의 정리는 이 원론8

의 부에서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권과 제 권의 평면에 대해 증명했던 것을 입2 . , 3 4

체에 적용하여 여기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명을 하기 위해 멈출 필요는 없다 . 

고 하였다[20, p.54].” .

보형 과 노몬4.7 (complemen) (gnomon)

원론을 비롯한 여러 기하책에서 이미 다루어진 보형 과 노몬 은 Euclid (complemen) (gnomon)

새로울 것이 없지만 수학사적 관점에서 다른 수학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비교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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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있을것이다. Pardies에서는 (3.26)에서평행사변형을다루면서도입된다. Figure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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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와 egd가같기때문에큰삼각형에서작은두삼각형을뺀나머지부분인두보형이같다는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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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사변형에서 와 가 같음을 보이므로 에 적합하다 삼각형 와 ehaf egci Figure 5 . bad 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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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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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형과 노몬을 다룬 수학사 속의 사례로 역사발생적 원리를 따른 의 저작 , Clairaut

및 동양 산학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의 기하 원론 에서는 한 직사각형을 주어진 높이의 다른 직사각형으로 변형하는 Clairaut < >

기하학적인 방법을 다루면서 을 소개한다 직사각형 를 높이 의 직사각형Figure 7 [4]. ABCD BF

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점 를 지나는 의 평행선과 F AB AD

의 연장선 그 교점 대각선 를 그어 교점 를 찾는 , I, IB O

절차를 거쳐 직사각형 를 얻는다 이에 대한 증명은 BFEG . 

직사각형 와 가 같음을 보임으로써 완성되는ADOG EOCF

데 자신은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 Clairaut ‘complemens’
않았지만 이 두 직사각형이 곧 보형이다 와 마찬. Pardies

가지 방법으로 넓이가 같은 삼각형 와 에서 같은 IAB IFB

넓이의 두 삼각형을 각각 빼고 남는 부분이 같다는 것으

로 설명된다.  

한편 동양 산학에서는 노몬이 밭의 모양으로서 곡척전 으로 다루어지기( ; Figure 8)曲尺田
도 하고 이차방정식의 구성과 관련하여 경절형 의 로 불[10], ( ; Figure 9 )磬折形 甲辛壬癸庚乙
리기도 한다[14]. 

Figure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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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igure 6.

이제보형과노몬을다룬수학사속의사례로,역사발생적원리를따른 Clairaut의저작및

동양산학과비교해보고자한다.

Clairaut의 《기하원론》에서는한직사각형을주어진높이의다른직사각형으로변형하는

기하학적인 방법을 다루면서 Figure 7을 소개한다 [4]. 직사각형 ABCD를 높이 BF의 직사

각형으로변형시키기위해점 F를지나는 AB의평행선과 AD의연장선,그교점 I,대각선 IB

를 그어 교점 O를 찾는 절차를 거쳐 직사각형 BFEG를 얻는다. 이에 대한 증명은 직사각형

ADOG와 EOCF가같음을보임으로써완성되는데, Clairaut자신은 ‘complemens’이란용

어를사용하지않았지만이두직사각형이곧보형이다. Pardies와마찬가지방법으로넓이가

같은삼각형 IAB와 IFB에서같은넓이의두삼각형을각각빼고남는부분이같다는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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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동양산학에서는노몬이밭의모양으로서곡척전(曲尺田 ; Figure 8)으로다루어지기

도하고 [10],이차방정식의구성과관련하여경절형(磬折形 ; Figure 9의甲辛壬癸庚乙)으로

불리기도한다 [14].

- 12 -

Figure 8 [10] 

       

Figure 9 [14] 

보형이 주목되는 것은 해도산경 에서이다 평행사변형이 아닌 직사각형에 국한< ( )> . 海島算經
된 중차 관련 문제로 유휘 의 해법에 줄곧 사용된 보형의 동치에 대한 증명을 ( ) , ( )重差 劉徽

에서는 남송시대 양휘 의 책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2] ( ) (Figure 10).陽輝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의 두 보형은 넓이가 같“
다 에서 이므로.” Figure 10 EFB EGD DAB ,△ ∼△ ∼△

!"

#
$ !%

&
$ !'

(
$ !"

#
즉 , #% $ "&, #'$ "(

즉 □AE=□EC [12, p.527]

동서양에 있어 증명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성질

에 해당한다.

 

입체도형의 생성4.8 

입체도형의 도입시 각뿔 원뿔 각기둥 원기둥 구의 순서로 다루는데 흥미로운 점은 뿔, , , , , 

의 경우 선분 를 점 를 고정한 채 밑면이 될 도형 를 따라 이동하여 생기는 것으로ab a bcd

기둥의 경우 선분이 합동인 두 밑면을 따라 일정하게 이동하여 생기는 것으로 (Figure 11),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입체의 생성을 평면도형의 이동의 결과로 본다는 관점에(Figure 12). 

서 원리Cavalieri 7)와 공통점이 있지만 평면도형의 상하 이동이 아닌 밑면의 둘레를 따르는 , 

선분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분의 이동 결과는 내부가 비어 있는 입체. 

가 된다 한편 구는 반원이 지름 주위로 회전하여 생성되는 회전체로서의 관점을 그. Euclid 

대로 따른다 더불어 각 입체도형의 그림에도 항상 직각도형과 빗각도형을 함께 제시하는. 

데 실제로 는 모든 도형의 경우에 축이 밑면에 수직일 때와 기울 때를 구별하여 각각 , (5.12)

등변 과 부등변 으로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Isosc les( )’ ‘Scal nes( )’ . è è
 

7) 두 평행면 사이에 있는 두 입체도형에서 평행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든 단면이 같으면 부피도 같다 . 
동전을 똑바로 또는 비스듬히 쌓아올려 입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차원 . 2

평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igure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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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이 주목되는 것은 해도산경 에서이다 평행사변형이 아닌 직사각형에 국한< ( )> . 海島算經
된 중차 관련 문제로 유휘 의 해법에 줄곧 사용된 보형의 동치에 대한 증명을 ( ) , ( )重差 劉徽

에서는 남송시대 양휘 의 책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2] ( ) (Figure 10).陽輝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의 두 보형은 넓이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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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에 있어 증명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성질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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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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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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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즉 ab = cd, ak = ce,즉 □AE = □EC [12, p. 527]

동서양에있어증명방법의차이를보여주는성질에해당한다.

4.8 입체도형의생성

입체도형의도입시각뿔,원뿔,각기둥,원기둥,구의순서로다루는데,흥미로운점은뿔의

경우선분 ab를점 a를고정한채밑면이될도형 bcd를따라이동하여생기는것으로(Figure

11),기둥의경우선분이합동인두밑면을따라일정하게이동하여생기는것으로설명하는것

이다(Figure 12). 이는입체의생성을평면도형의이동의결과로본다는관점에서 Cavalieri

원리5)와공통점이 있지만, 평면도형의상하이동이 아닌밑면의 둘레를따르는선분의 이동

5) 두 평행면 사이에 있는 두 입체도형에서 평행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든 단면이 같으면 부피도 같다. 동전을 똑
바로 또는 비스듬히 쌓아올려 입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2차원 평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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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따라서선분의이동결과는내부가비어있는입체가된다. 한편

구는 반원이 지름 주위로 회전하여 생성되는 회전체로서의 Euclid 관점을 그대로 따른다.

더불어각입체도형의그림에도항상직각도형과빗각도형을함께제시하는데,실제로 (5.12)

는모든도형의경우에축이밑면에수직일때와기울때를구별하여각각 ‘Isoscèles(등변)’과

‘Scalènes(부등변)’으로이름붙이는것에대한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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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20, p.51]

     

Figure 12 [20, p.51]

삼각법4.9 

에서 원에 그은 반지름과 접선으로부터 호의 삼각법을 설명한다(4.9) .

과 같이 반지름 접선 원과 점 에서 만나는 할선 점 에서 반지름 Figure 13 ab, bd, c acd, c

에 내린 수선을 라 할 때 각 선분에 할당된 이름을 소개한다 는 호 예컨대 도ab ce , . bd bc( 30 )

의 탄젠트 는 호 의 시컨트 는 호 의 사인 는 전체 사인 간단히 반, ad bc , ce bc , ab (sinus-total), 

지름이라 한다.

Figure 13 [20, p.35]

현대적 의미로 투영해보면 호를 호의 중심각으로 반지름 의 특수한 경우로 간주하, , ab=1

면 쉽게 파악된다 서양 수학이 중국에 전래된 대표적인 수학 주제가 바로 삼각법이고 따. , 

라서 중국 수학에서도 삼각법은 역시 할원 선 이라는 이름의 선분으로 제시된다8 ( )割圓八線
직각삼각형에서의 변 사이의 비가 아니라 원을 자르는 개의 선분으로 정의되는 것이[2]. 8

다 조선 산학서 산술관견 에서는 호의 길이가 주어질 때 정현 과 정시. < >[14] (rsin ) (r-rcos )θ θ

를 구하거나 그 역으로 구하는 문제가 다루어진다 에서 보면 정현은 정시는 . Figure 13 ce, 

에 해당한다be .

원적문제4.10 

원과 같은 넓이의 정사각형은 작도불가능 문제로 알려져 있다 에서 원과 같은 넓이. (4.31)

의 직각삼각형을 구한 다음 본 논문의 절에서 다룬 귀류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원적문, 4.3

제 를 다룬다 다만 는 원적문제라고 표현했지만 원과 같은 넓(quadrature du cercle) . Pardies , 

이의 정사각형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사각형 삼각형 또는 임의의 다각형을 구하는 것이라, , 

고 하여 의미를 확장하여 다루었다 의 명제에서 말했듯이 . (4.31) “원주와 같은 길이의 선분

만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 고 하였다 원주만 알면 같은 넓이의 직각삼각[20, pp.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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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20, p. 51] Figure 12. [20, p. 51]

4.9 삼각법

(4.9)에서원에그은반지름과접선으로부터호의삼각법을설명한다.

Figure 13과같이반지름 ab,접선 bd,원과점 c에서만나는선 acd,점 c에서반지름 ab에

내린수선을 ce라할때,각선분에할당된이름을소개한다. bd는호 bc(예컨대 30도)의탄젠

트, ad는호 bc의시컨트, ce는호 bc의사인, ab는전체사인(sinus-total),간단히반지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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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원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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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등수학측면의특징

본장에서고찰하는바는 4장에서다룬수학적측면의특징과통합하여다루어져도무방한

내용이지만,특히학교수학의관점에서초등학교에서다루어지는수학내용과비교하여교수

학적시사점을얻는데목표가있다.

5.1 각의지도관련

Pardies는각을두선이한점에서만날때둘사이의거리,간격,기울기로정의한다. 따라서

Figure 14에서와같이각은세종류로구분되는데, a를직선각, b를곡선각, c를혼합각이라

일컫는다. Euclid가각을만드는선이둘다직선일때직선각이라한것처럼각의관념이오

늘날보다훨씬광범위하여,오늘날두반직선이이루는도형으로서의각은직선각에국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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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그릴 수 있고 그로부터 직사각형 이어서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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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는 기하학적으로 결코 찾을 수 없다 ) 고 함으로써 작도불가능성을 암시하고 [20, p.49]”
있다.

초등수학 측면에서의 특징5 

본 장에서 고찰하는 바는 장에서 다룬 수학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통합하여 다루어져도 4

무방한 내용이지만 특히 학교수학의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수학 내용과 비교, 

하여 교수학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표가 있다.

각의 지도 관련5.1 

는 각을 두 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둘 사이의 거리 간격 기울기로 정의한다 따Pardies , , . 

라서 에서와 같이 각은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를 직선각 를 곡선각 를 혼합Figure 14 , a , b , c

각이라 일컫는다 가 각을 만드는 선이 둘 다 직선일 때 직선각이라 한 것처럼 각의 . Euclid

관념이 오늘날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오늘날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으로서의 각은 직선각, 

에 국한되는 것이다.

Figure 14. Types of angles [20, p.2]

는 각의 크기 비교시 비본질적인 요소인 변의 길이로 인한 학생의 오류에도 주의Pardies

하고 있다 각의 크기는 변의 길이가 아니라 기운 정도로 측정되므로 에서 각 의 . Figure 15 b

변이 더 짧지만 각 가 각 보다 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각을 겹쳐놓는 직접 비교의 b a .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오늘날 수학 교과서 에 포함된 의 문제도 이에 대한 지. [16] Figure 16

도를 의도하고 있다 각 가 가 변의 길이가 짧아서 겉보기에 각 나 가 더 커 보이지. ‘ ’ ‘ ’
만 투명종이를 이용하여 비교해보도록 함으로써 각의 크기는 변의 길이와 무관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Figure 15 [20, p.3]
      

Figure 16 [16, p.37]

 

삼각형의 지도 관련5.2 

Figure 14. [20, p. 2]

Pardies는각의크기비교시비본질적인요소인변의길이로인한학생의오류에도주의하고

있다. 각의크기는변의길이가아니라기운정도로측정되므로 Figure 15에서각 b의변이더

짧지만각 b가각 a보다크다. 이를확인하기위해두각을겹쳐놓는직접비교의방법을제시한

것이다. 오늘날 수학 교과서 [16]에 포함된 Figure 16의 문제도 이에 대한 지도를 의도하고

있다. 각 ‘가’가 변의길이가짧아서겉보기에각 ‘나’가 더커보이지만투명종이를이용하여

비교해보도록함으로써각의크기는변의길이와무관함을경험할수있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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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20, p. 3] Figure 16. [16, p. 37]

5.2 삼각형의지도관련

삼각형의유형은변과각을기준으로분류된다. 학교수학에서보통변에따른분류를먼저

취하는것과달리 Pardies는각에따른분류인직각삼각형,둔각삼각형,예각삼각형을도입하

고나서변에따른분류로부등변삼각형,이등변삼각형,정삼각형을다룬다.

이분류를위해 Figure 17과같은공통의그림을이용하는데,주목할것은이등변삼각형을

e라고한것이다. 예각삼각형을 c와 e,부등변삼각형을 a와 b라고하여해당하는사례를모두

지칭한것과비교할때 e만을이등변삼각형이라고한것은두변만같은삼각형에한정함으로써

정삼각형과의포함관계를다루지않는분할적분류를한것으로볼수있다. 이는학교수학의

각에따른분할적분류와변에따른위계적분류와달리양분류에서모두분할적분류를의도

한것으로볼수있다.6) 초등학생들이경험하는위계적분류의어려움을고려하여사각형의

포함관계를 엄밀하게 다루지 않도록 한 교육과정 [15]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도형의 분할적

분류는대안일가능성이있다. 그러나그로인해도형의성질이성립하는범위가제한된다는

점을고려한다면도형의분류에서위계적분류없이분할적분류만을다루는것에수학적또는

심리적문제가없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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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의 유형은 변과 각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학교수학에서 보통 변에 따른 분류를 먼. 

저 취하는 것과 달리 는 각에 따른 분류인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을 도Pardies , , 

입하고 나서 변에 따른 분류로 부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다룬다, , .

이 분류를 위해 과 같은 공통의 그림을 이용Figure 17

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등변삼각형을 라고 한 것이다, e . 

예각삼각형을 와 부등변삼각형을 와 라고 하여 해c e, a b

당하는 사례를 모두 지칭한 것과 비교할 때 만을 이등e

변삼각형이라고 한 것은 두 변만 같은 삼각형에 한정함

으로써 정삼각형과의 포함 관계를 다루지 않는 분할적 

분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수학의 각에 따. 

른 분할적 분류와 변에 따른 위계적 분류와 달리 양 분

류에서 모두 분할적 분류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8).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위계적 분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각형의 포함관계를 엄밀하게 다

루지 않도록 한 교육과정 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도형의 분할적 분류는 대안일 가능성이 [15] ,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도형의 성질이 성립하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형. 

의 분류에서 위계적 분류 없이 분할적 분류만을 다루는 것에 수학적 또는 심리적 문제가 없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서 각에 따른 분류시 모든 삼각형은 반드시 두 개의 예각을 지님을 언급한(2.18)

다 이는 각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에서 예각의 임의성과 직각 및 둔각의 존재성에 대한 인. 

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예각삼각형은 모든 각이 예각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은 [19]. , 

각각 직각과 둔각이 있는 삼각형이라는 논리적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삼각형의 분류 활동에서 한 예각에 표시하고 다른 예각에 표시하게 한 다음 나머지 각에 , 

주목하게 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 의 새로운 전개 방식은 모든 삼각2015 [18]

형에 개의 예각이 있다는 바로 이 성질에 기반하고 있다2 .

한편 삼각형의 구성 요소로는 밑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두 변을 일컫는 용어 ‘Iambes’
가 특정지어진다는 것이 특이하고 어느 변도 밑변이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이 언급된다. 

사각형 및 다각형의 지도 관련5.3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각도 변도 다른 평행사변형 , , , , , , 

등이 다루어진다 네 개의 각을 만드는 네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각형으로 정의한. 

다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 그렇지 않으면 사다리꼴로 정의한다 그렇지 않. , . ‘
으면 이라고만 표현된 사다리꼴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지만 사각형과 별개로 명명하며 한 ’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표현된 시각적 표현으로부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으로 정의한 것은 . ‘ ’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의 포함 관계를 배제한 분할적 분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후 . 

에서 사다리꼴을 비정규 사각형 이라고 칭하는데 그림에서(3.11) ‘ (quadrilat re irr gulier)’ , è é
는 역시 평행사변형이 중심을 지나는 한 직선에 의해 이등분된 사각형을 일컫는 것이라 한 

8) 위계적 분류는 더 특별한 개념을 더 일반적인 개념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도형의 포함 ,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분할적 분류는 개념의 다양한 하위 요소가 공유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 것이, 

다[21]. 

Figure 17 [20, p.15]Figure 17. [20, p. 15]

또한 (2.18)에서각에따른분류시모든삼각형은반드시두개의예각을지님을언급한다.

이는 각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에서 예각의 임의성과 직각 및 둔각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보여준다 [19]. 즉예각삼각형은모든각이예각,직각삼각형과둔각삼각형은각각

직각과둔각이있는삼각형이라는논리적측면의차이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 삼각형의분류

활동에서 한 예각에 표시하고, 다른 예각에 표시하게 한 다음 나머지 각에 주목하게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 [18]의 새로운 전개 방식은 모든 삼각형에 2개의 예각이

6) 위계적 분류는 더 특별한 개념을 더 일반적인 개념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도형의 포함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분할적 분류는 개념의 다양한 하위 요소가 공유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 것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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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바로이성질에기반하고있다.

한편 삼각형의 구성 요소로는 밑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두 변을 일컫는 용어 ‘Iambes’가

특정지어진다는것이특이하고어느변도밑변이될수있다는상대성이언급된다.

5.3 사각형및다각형의지도관련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각도 변도 다른 평행사변형

등이다루어진다. 네개의각을만드는네개의변으로이루어진도형을사각형으로정의한다.

대변이평행인사각형을평행사변형,그렇지않으면사다리꼴로정의한다. ‘그렇지않으면’이

라고만표현된사다리꼴의정의는매우모호하지만사각형과별개로명명하며한쌍의대변이

평행하게표현된시각적표현으로부터한쌍의대변이평행한사각형을말한것으로보인다.

평행사변형의정의에이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으로정의한것은평행사변형과사다

리꼴의 포함 관계를 배제한 분할적 분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후 (3.11)에서 사다리꼴을

‘비정규 사각형 (quadrilatère irrégulier)’이라고 칭하는데, 그림에서는 역시 평행사변형이

중심을지나는한직선에의해이등분된사각형을일컫는것이라한쌍의대변이평행한사각

형을지칭한다.

한편평행사변형내에서조건을추가해가면서직사각형,정사각형,마름모,변과각이다른

평행사변형 (Rhomboïde)을 분류한 다음,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아

위계적분류방법을따르는것으로해석된다. 특히직사각형의정의후게다가변까지같으면

정사각형이라고하는정의는이를뒷받침한다. 물론직사각형과정사각형이나란히제시된그

림에서각각을직사각형과정사각형으로언급한것을보면평행사변형내에서분할적분류의

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사다리꼴의정의나변과각이다른평행사변형에대한범주화가

오늘날학교수학과는차이가있다.

다각형에대해서는내각의합을일반화한다. 이를위해다각형을삼각형으로분할하는데,

두가지방법을이용한다(Figu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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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분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직사각형의 정의 후 게다가 변까지 같으. 

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나란히 제시. 

된 그림에서 각각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평행사변형 내에서 분할적 

분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다리꼴의 정의나 변과 각이 다른 평행사변형에 대한 . 

범주화가 오늘날 학교수학과는 차이가 있다. 

다각형에 대해서는 내각의 합을 일반화한다 이를 . 

위해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할하는데 두 가지 방법, 

을 이용한다(Figure 18).

전자는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짓점을 이어서 변의 

수만큼의 삼각형을 얻는 경우다 이 경우 변의 수의 . , 2

배에서 를 뺀 수만큼의 직각이다 즉 각형의 내각의 4 . n

합은 이다 개 삼각형에 개의 직각이 있(2n-4)x90° . n n 2

는데 가운데 직각을 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4 . 

각과 각을 잇는 방법으로 변의 수보다 삼각형의 수가 만큼 작다 즉 개의 직각이므로 , 2 . n-2 2

이다 학교수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n-2)x2x90° . 

로 중학교에서 각형에 대해 일반화하여 다루어진다[16][17], n [9].

원의 지도 관련5.4 

는 원에 대해 선분을 그 한 끝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면 다른 끝이 그리는 선Pardies

이 원인데 이는 사실 원주이고 원은 원주 안에 포함된 공간이라 하여 차원 평면의 부분을 , 2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 도형의 생성에 초점을 맞춘 발생적 정의에 해당한다. .

원의 정의 후 다루어지는 주제로 각의 종류가 있다 각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직각 예. , 

각 둔각이 원 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의 분류에 앞서 원을 먼저 정의할 필, 

요가 있던 것이다 에서 반지름 의 끝점 . Figure 19 aB

가 지름 의 두 끝점에서 같은 거리일 때 는 B dc , Ba dc

와 두 개의 서로 같은 각을 만들고 그것을 직각이라 

한다 이는 원론에서 직선에 다른 한 직선을 . Euclid 

세웠을 때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두 각, 

오늘날 학교수학에서 종이를 두 번 겹치게 접어서 생

긴 각으로 정의하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한편 가 . b

지름 의 어느 한쪽 끝에 가까우면 다른 크기의 두 dc , 

각이 되는데 더 작은 것을 예각 더 큰 것을 둔각이, , 

라 한다.

9) 는 원의 구성을 보이는 그림에서 선분이 아니라 시곗바늘과 유사한 도구로 표현하면서 그리 Pardies
는 것을 상상 하라고 한다 서론에서 무한의 상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는 상상을 사고 및 ‘ ’ . , Pardies

추론을 위한 정신적 기능에 대비하여 우리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물질적 기능으로 다룬다. 
는 이를 인용하여 상상이 시각뿐만 아니라 중거를 얻고 대상을 구성하는 수단이므로 기하 학습[11]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Figure 19 [20, pp.5~6]

   

Figure 18 [20, pp.30~31]Figure 18. [20, pp. 30–31]

전자는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짓점을 이어서 변의 수만큼의 삼각형을 얻는 경우다. 이 경

우, 변의 수의 2배에서 4를 뺀 수만큼의 직각이다. 즉 n각형의 내각의 합은 (2n − 4) × 90°

이다. n개삼각형에 n개의 2직각이있는데가운데 4직각을빼주어야하기때문이다. 후자는

각과각을잇는방법으로,변의수보다삼각형의수가 2만큼작다. 즉 n− 2개의 2직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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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 × 2 × 90°이다. 학교수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16, 17],중학교에서 n각형에대해일반화하여다루어진다 [9].

5.4 원의지도관련

Pardies는원에대해선분을그한끝점을중심으로한바퀴돌리면다른끝이그리는선이

원인데,이는사실원주이고원은원주안에포함된공간이라하여 2차원평면의부분을말하는

것으로정의한다.7) 도형의생성에초점을맞춘발생적정의에해당한다.

원의정의후다루어지는주제로각의종류가있다. 각의크기에따라구분되는직각,예각,

둔각이 원 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의 분류에 앞서 원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던 것이다. Figure 19에서 반지름 aB의 끝점 B가 지름 dc의 두 끝점에서 같은 거리일

때, Ba는 dc와두개의서로같은각을만들고그것을직각이라한다. 이는 Euclid원론에서

직선에다른한직선을세웠을때이웃한두각의크기가서로같은두각,오늘날학교수학에서

종이를 두 번 겹치게 접어서 생긴 각으로 정의하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한편 b가 지름 dc의

어느한쪽끝에가까우면,다른크기의두각이되는데,더작은것을예각,더큰것을둔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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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에 대해서는 내각의 합을 일반화한다 이를 . 

위해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할하는데 두 가지 방법, 

을 이용한다(Figure 18).

전자는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짓점을 이어서 변의 

수만큼의 삼각형을 얻는 경우다 이 경우 변의 수의 . , 2

배에서 를 뺀 수만큼의 직각이다 즉 각형의 내각의 4 . n

합은 이다 개 삼각형에 개의 직각이 있(2n-4)x90° . n n 2

는데 가운데 직각을 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4 . 

각과 각을 잇는 방법으로 변의 수보다 삼각형의 수가 만큼 작다 즉 개의 직각이므로 , 2 . n-2 2

이다 학교수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n-2)x2x90° . 

로 중학교에서 각형에 대해 일반화하여 다루어진다[16][17], n [9].

원의 지도 관련5.4 

는 원에 대해 선분을 그 한 끝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면 다른 끝이 그리는 선Pardies

이 원인데 이는 사실 원주이고 원은 원주 안에 포함된 공간이라 하여 차원 평면의 부분을 , 2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 도형의 생성에 초점을 맞춘 발생적 정의에 해당한다. .

원의 정의 후 다루어지는 주제로 각의 종류가 있다 각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직각 예. , 

각 둔각이 원 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의 분류에 앞서 원을 먼저 정의할 필, 

요가 있던 것이다 에서 반지름 의 끝점 . Figure 19 aB

가 지름 의 두 끝점에서 같은 거리일 때 는 B dc , Ba dc

와 두 개의 서로 같은 각을 만들고 그것을 직각이라 

한다 이는 원론에서 직선에 다른 한 직선을 . Euclid 

세웠을 때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두 각, 

오늘날 학교수학에서 종이를 두 번 겹치게 접어서 생

긴 각으로 정의하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한편 가 . b

지름 의 어느 한쪽 끝에 가까우면 다른 크기의 두 dc , 

각이 되는데 더 작은 것을 예각 더 큰 것을 둔각이, , 

라 한다.

9) 는 원의 구성을 보이는 그림에서 선분이 아니라 시곗바늘과 유사한 도구로 표현하면서 그리 Pardies
는 것을 상상 하라고 한다 서론에서 무한의 상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는 상상을 사고 및 ‘ ’ . , Pardies

추론을 위한 정신적 기능에 대비하여 우리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물질적 기능으로 다룬다. 
는 이를 인용하여 상상이 시각뿐만 아니라 중거를 얻고 대상을 구성하는 수단이므로 기하 학습[11]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Figure 19 [20, pp.5~6]

   

Figure 18 [20, pp.30~31]

Figure 19. [20, pp. 5–6]

5.5 입체도형의지도관련

우리의삶의공간이 3차원이기때문에학생들에게입체도형은인식하기쉽고실생활예에서

사례를찾아볼수있는대상이다. Pardies도몇몇입체적개념을실세계사례를들어비유적으

로표현하고있다. (5.1)에서평면에수직인직선을 ‘도로에세운기둥같다’, (5.3)에서수직인

두평면을 ‘땅에잘세운벽과같다’, (5.4)에서입체각을 ‘잘 잘린다이아몬드의점과같다’고

하였다. (5.37)에서는정육면체를 ‘게임할때사용되는주사위같다’고 하였다.

한편 입체도형은 2차원 평면도형과 달리 3차원에서의 입체감이 전제되므로 그에 대한 이

해를 위해 실제로 두꺼운 종이를 이용할 것을 언급한다. 제5권에서 직선과 평면의 관계를

7) Pardies는 원의 구성을 보이는 그림에서 선분이 아니라 시곗바늘과 유사한 도구로 표현하면서 그리는 것을
‘상상’하라고 한다. 서론에서 무한의 상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Pardies는 상상을 사고 및 추론을 위한 정신적
기능에 대비하여 우리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물질적 기능으로 다룬다. [11]는 이를 인용하여 상상이
시각뿐만 아니라 중거를 얻고 대상을 구성하는 수단이므로 기하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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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없이 제시한 후, (5.25) 아래에 쓰기를, “두꺼운 종이로 각과 도형을 만들어 보기를 권

유한다. 이 방법으로 쉽게 이해할 것이다 [20, p. 54]”라고 하였다. 공간의 위치관계에 대한

교수학습을위해두꺼운종이를이용하는것은활동적원리의구현이라는점에서 Clairaut [4]

와공통적이다. 그러나 Clairaut가반으로접은직사각형을이용하여공간에서직선과평면,

평면과평면의위치관계에대한이해를도모할때의구체성에비해,이두꺼운종이가어떻게

적용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없다는한계가있다.

또한입체도형의부피를다루면서그정당화를위해 2차원평면도형에서같은밑변과같은

높이의 2차원도형의넓이를유추적으로 3차원에이용한것은이미앞서설명하였다.

제5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명제는 마지막 명제인 (5.41)이다. 앞선 명제들에 대해 증명

없이제시한것에비해이명제에대해서는거의 2쪽에달하는분량으로증명하고있기때문

이다. 명제는 5개의정다면체외의것을발견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평면각이입체

각을만들려면합하여 4직각보다작아야한다는명제 (5.25)를이용한다. 입체각을만들려면

한 점에 적어도 3개의 각이 모여야 한다. 정삼각형부터 시작하여 정사각형, 정오각형까지 4

직각이상이되어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정육각형에서는 3개만모여도 4직각이되어서

불가능함을보인다. 따라서정다면체는오직 5개뿐임을설명하는것으로제5권을마무리한다.

6 논의및교수학적함의

Euclid의 《기하 원론》이 지닌 수학사적 영예에도 불구하고 기하 학습이라는 수학교육적

측면에서는 그 복잡함과 어려움이 종종 학습 장애로 여겨졌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적 접

근이시도되곤했다. 강희제를위한기하교재의변경이라는역사적사실보다더근본적으로

Pardies의원론제목에붙어있는 ‘짧고쉽게’ 배울수있는책이라는표현이나서론에서파악

되는 저자의 의도에 따르면 Pardies는 논리적 엄밀성보다 기하 교육 측면을 더 중시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Pardies의 원론에 대한 연구는 수학사적 관점 외에 수학교육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기초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추출할수있다.

첫째, 기하 초보자의 기하 학습을 위한 교수학적 도구로서 Pardies의 조언을 참조하여 몇

가지전략을적용해볼수있다. Pardies는기하학습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했지만어려움또

한간과할수없었기때문에기하학습전략을제공해주었다. 그림의중요성,학습과정에서의

끈기및일시적회피,멘토의활용등이다. 기하명제의이해를위해시각적표현의중요성은

재차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각적표현이갖는규약이나기호표현에대한이해를전제로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기하

학습 과정에서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수학 학습의 일반 전략이다. 수학적

발견에서 통찰을 얻는 계시기 (illumination) 전 단계에서 무의식적인 사고 기간인 부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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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ion)를갖듯이 [5],기하가너무어려우면일시적으로그로부터벗어나있는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은 오늘날 수학 학습의 일반 전략으로 적용 가치가

있다. 또한교사로서의안내자역할에대한강조도읽을수있다.

둘째, 내용 영역의 구분과 관련하여, 도형과 측정의 통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수학에서는도형이지닌넓이나부피외의속성인들이,무게,시간등을다루기때문

에측정이별도의영역으로구별되어있고,중학교기하에는넓이와부피와같은측정내용이

기하 영역에 통합되어 있다. 중등과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던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측정 영

역은별도로다루어져이에해당하는중등내용을추출했던사례를고려하면두영역에대한

구분이 우리나라 학교수학에서는 선호된 입장으로 해석된다. 학문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Pardies의 생각에 근거하여 기하와 측정의 두 영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할

필요가있다.

셋째,도형의내용요소나접근방법에있어비교하여고려할만한몇가지가있다. 예를들어,

각의유형이나입체도형의유형이오늘날보다광범위한데,그가치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는 초등수학에서 직관적 이해를 위해 즐겨 사용하는 예시적 정의 방법의 수학적 모호함을

고려할때,도형의정의방법에대한여러가지가능성이열려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예컨대

원기둥이나원뿔을회전체로다루면빗원기둥,빗원뿔을다루지못하는한계가있다. 오늘날

학교수학에서는직원기둥,직원뿔만다루기때문에평면도형을회전시켜얻는방식의발생적

정의가의미있지만,도형의범위를확장한다면인식론적장애를유발하게된다. 또는다각형

의 분류에 있어 초등수학의 관점에서 분할적 분류와 위계적 분류의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으로는분할적분류가, 수학적으로는위계적분류가 선호되는만큼교육과정이

나 교과서 집필시 숙고되어야 하고 교과서나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학적

도구나전략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

넷째,직관과논리의조화이다. Pardies의원론을비롯하여기하교수�학습에있어 Euclid

의 접근에 대한 교수학적 대안으로 있어온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은 나름의 특징과 의도가 포

함되어 있다. Euclid에 대한 대안은 대부분 논리 연역적 엄밀성으로 인한 어려움, 지루함,

무미건조함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일종의 공통성도 주목된다.

본연구에서주목하는바는,공리와공준에서출발하는 Euclid의논리적구조의완성과달리

그와같은전개를탈피하는구성방식과 Euclid의논리적으로엄밀한증명에대한대안으로

직관적인 접근을 즐겨 택한다는 특성이다. 직관성과 논리성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을

생각할 때 어느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동시에 학습자에게도 의미 있게

이해 가능할까? 오늘날의 학습자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쩌면가능하지않은일일듯하다. 왜냐하면하나의명제에대해또는전체적인구조에있어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최선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접근이 타당하면서도 의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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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지를부분적으로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각각의접근에서

동일한명제가어떠한방식으로접근되었는지에대한비교연구를앞으로추구되어야할연구

방향중하나로제안하는바이다.

아울러,수학및수학사적관점에서본연구에서미처다루지못한몇가지주제를후속연구

로남긴다. 통약불가능성,수열,로그,무한등 Pardies가서론에서특별히언급한주제분석,

Euclid원론과의대조를통한내용구성의구체적비교, Euclid의공리나정리등과구별하여

Pardies가사용한용어인 ‘principe’, ‘proposition’, ‘maxime générale’등의개념정리,실

용수학학습을원했던강희제가선호했을것으로추측되는제9권의문제및실용수학에대한

분석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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