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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의 자료론(The Data)과 분할론(On Divisons)에 기초한

수학교육에서 분석과 종합에 대한 고찰1)

서 보 억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분석과 종합에 대한 역사적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유클리드의 저작인 ‘자료론’과 ‘분할론’에 대한 분

석 연구이다. Euclid의 원론에 비해 거의 관심이 없는 두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활동으로서의 분석 및 종합

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분석, 종합이 포함된 다

양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과 종합의 개념을 명확화하였다. 또

한 두 문헌에 제시된 명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석은 ‘외

재적 분석’과 ‘내재적 분석’으로 분류하였는데, 외재적 분

석은 제시된 명제에 자체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수학적

대상, 요소, 성질, 속성에 대한 분석이고, 내재적 분석은

외재적 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 성질, 속

성에 대한 재분석 혹은 결합 및 관련성의 추출을 통한 분

석이다. 종합은 ‘이론적 종합’과 ‘경험적 종합’으로 분류하

였는데, 이론적 종합은 경험보다는 논리적, 이성적 과정을

통한 새로운 대상의 추출이고, 경험적 종합은 과거의 학습

경험과 이에 대한 활용을 통한 대상의 추출이다.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를 통

해 실제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에서 수학을 잘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반면 수학

을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무엇인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일

반적으로 수학을 배움으로써 수학적인 사고능력을 높

일 수 있다는 말을 흔히 한다. 여기서 수학적 사고능

력은 다양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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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심리학자들은 수학을 통해 분석, 종합적인 사고능

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공통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학교육에서 분석과 종합적인 사고에 대한 정

확한 이해는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논

리적 사고력을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고대 논리적 수학의 발생 시대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의 문헌을 통한 분석과 종합에 대한 수학교육적

고찰은 큰 의미를 가지는 연구임에 분명해 보인다.

한인기(2006)는 분석과 종합을 사고의 최소단위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고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분

석과 종합을 통해서 수학적 활동이 출발하고 이것으로

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향설정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과 종합은 수학교육의 중요한 근간이 되

는 일반화와 추상화를 생성해내는 기저가 된다. 먼저,

추상화는 현상이나 대상에서 본질적인 것을 감추고 비

본질적인 것들을 분리시키는 분석이라는 사고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화는 경험적인 일반화와

이론적인 일반화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경험적인 일

반화는 비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 비교

는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론적인 일반화는 분

석과 종합을 통해 객체의 본질적인 성질을 추출해냄으

로 이루어진다.

러시아의 수학교육학자 Krutetskii(1976)는 수학적

재능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차를 유발하는 개인의 심리

적인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개인의 심리

적인 특성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수집단계, 정보처

리단계, 정보기억단계로 세분화하여 추출하였다. 특히,

정보수집단계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종합적인 지각을 제시하였

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2007)의 개정교육과정의 모

토인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라도 사고활동으로서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이해는 중요

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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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자 Polya(우정호, 2006에서 재인용)는 수학

교육은 수학적 사고, 즉 수학을 하는 정신적 활동의

교육이라고 보았다. 그는 훌륭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발견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고 보고, 이것을 수학적 발견술이라고 하였다. Polya는

수학적 발견술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된 것은

분석법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분석법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활동으로 분석과 종합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분석과 종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은 수학

교육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학문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의 역사적인 발생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

인 과제이다. 분석과 종합의 역사적인 기원은 고대 그

리스 시대부터임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고대 그리

스 시대부터 분석과 종합이라는 두 사고 활동을 자유

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학자 중의 한 사람은 Euclid이

다. Euclid는 ‘원론(The Elements)’의 저자로 잘 알려

진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다. 그의 원론은 20세기 초까

지 학교의 교재로 사용된 거의 유일한 수학교과서라

할 만큼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고, 이로 인해 Euclid

와 원론을 동일시 할 만큼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원론

을 잘 알고 있지만 Euclid의 다른 저작에 대해서는 그

렇지 않는 것 같다. Heath(1981)에 따르면 ‘자료론(The

Data)’, ‘분할론(On divisions)’, ‘오류론(Pseudaria)’, ‘원

추곡선론(Conics)’, ‘곡면자취론(Surface loci)’, ‘천문현

상론(Phaenomena)’ 등이 Euclid의 저작으로 전해지지

만 우리가 유독 원론만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저

작들의 내용이 수학적 가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워

낙 원론의 수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Heath(1981)

에 따르면 Pappus는 고대 그리스의 ‘분석의 보고(The

treasury of analysis)’라는 33권의 책 목록을 작성하면

서, ‘자료론’을 맨 위에 올려 놓았을 만큼 자료론에 대

한 수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분석과 종합과 관련된 활동이 수학교육에

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분석과 종합에 대한 수학적인 본질을 찾기 위해 논증

수학의 근원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클리드의 저작에

대해 언급하였다. Euclid의 수학에 대한 저작들 중 원

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저작 즉, 자료론과 분할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수학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분석과 종합에 대한

본질의 파악을 위해 그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저작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역적 전개의 대표격인 원론의 저자인

Euclid가 ‘자료론’과 '분할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석’

과 ‘종합’을 통한 문제해결과정 및 증명과정에 대한 학

문적인 탐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

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Euclid의 자료론과 분할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학교육 특히, 기하교육에서 사

고활동으로서의 분석과 종합에 대한 체계화를 본 연구

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위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수학교육에서 분석 및 종합

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둘째, 자료론과 분할론에 제시된 명제의 고찰을 통

해 사고활동으로서 분석 및 종합에 대한 개념을 체계

화한다.

Ⅱ. 분석과 종합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첫째, 분석과 종합이라는 단어

를 포함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다양한 문헌 분석 결

과를 통해 관련된 용어의 체계화 결과를 제시하고, 둘

째,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석과 종합에 의미

를 도출한다.

1. 분석, 종합과 관련된 용어의 체계화

수학교육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용어들 중에 개

념적인 혼돈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수학교육자인 Krutetskii(1976)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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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The Psychology of Mathematical Abilities in

Schoolchildren’에서 사용된 ‘Ability’는 국내에서는 능

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재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능력과 재능의 혼재된 사용은 이미 우리 인지

속에 내재된 선개념과 더불어 개념의 이해에 큰 어려

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Krutetskii의 ‘Ability’

를 현재 수행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 잠재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석과 종합도 이와 유

사한 문제에 처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서보

억(2006)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분석과 종합의 차이를

규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교육학 관련 서적을 통해 살펴보면, 분석과 종

합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구 분 관련된 용어

분 석
분석(해석), 분석적(해석적) 사고, 분석법, 분석적

방법, 분석적증명, 발견적전개

종 합
종합, 종합적 사고, 종합법, 종합적 방법, 총합적

방법, 종합적증명, 연역적전개

<표 1> 분석 및 종합 관련 용어

Reuben(1997)은 데카르트의 ‘정신 지향의 규칙

(Rules for the direction of the mind)'에서 이를 인용

하면서 ‘처음 원리들은 그 자체로 직관에 의해서만 주

어지고, 반면에 멀리 떨어진 결론들은 이와 반대로 추

론에 의해서만 제공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지식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

는 두 가지 방법은 해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을 지칭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방법은 유클리드의 방

법으로 공리에서 출발하여 추론을 거쳐 정리에 도달하

는 것이고, 해석적 방법은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해석’ 해서 답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Reuben은 여기

에 덧붙여 해석적 방법은 발견적 방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한인기(2003)와 Eves(1990)는 Pappus가 남긴 수학

집성(Mathematical Collection)을 언급하면서 고대의

‘분석’과 ‘종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여기서 수학

명제 기술 방법과 논증 방법으로서 종합적 방법과 분

석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종합적 방법에 대해, ‘어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유클리드는 타당성이 이미 알려

진 명제들, 문제의 가정에 기초하였는데, 얻어진 명제

로부터 새로운 결과를 얻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

로 증명하려는 명제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을 종합적 방법이다’라고 제

시하였고, 분석적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 방법과 반

대의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명제를 옳다고 혹은 증명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로부터 새로운 결론은 얻는

과정을 반복하여 참임이 알려진 결론을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고 제시하였다.

Boyer(1991)는 Riemann의 해석학을 언급하면서 ‘그

가 사용한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었던 여러 수학적

대상에 대한 추측을 통해 새로운 수학을 창조하려는

방법’을 발견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Boyer의 수학

사에 대한 국내 역서를 보면, Pappus가 제시한 분석의

보고(Treasury of Analysis)을 언급하면서, 분석에 대

해 ‘찾아서 구하는 사항을 마치 그것이 인정되는 것처

럼 받아들여 그로부터 출발하여 결과를 차례로 찾아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고, 종합은 분석의 반대라고 하였다.

Erdniev, 한인기(2005)는 사고 과정으로는 분석과 종

합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과 종합은 사고 활동을 구성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사고 조작으로 보았다.

분석이란 ‘전체를 부분들, 요소들로 분해하거나 전체에

서 개개의 속성, 측면을 분리하는 사고 조작을 의미한

다’고 밝혔고, 종합이란 ‘대상이나 현상의 부분들을 연결

시키는 사고 조작 또는 대상이나 현상의 속성들, 측면

들을 결합시키는 사고 조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인기(2006)는 Rubinstain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면

서 사고 과정은 분석과 분석하여 추출된 것들을 종합

이 가장 근본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분

석은 ‘전체를 부분들, 요소들로 분해하거나 전체에서

속성들, 징표들, 측면들, 연결 및 관련성들을 추출하는

사고 조작’이라고 보았고, 종합은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사고 조작 또는 대

상의 속성들, 측면들, 연결성 및 관련성을 결합시키는

사고조작’으로 보았다.

Dreyfus(1991)은 종합은 ‘부분들을 결합하고 구성하

여 전체적 실체를 형성하는 것’, ‘각각의 사실들은 상호

관련을 맺어 하나의 상으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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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강율, 성현경, 정동권, 박영배(1993)와 Mayer와

Hegarty(1996)는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를 언급하

였다. 분석적 사고는 ‘작도문제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

니고, 어떤 문제를 풀 때 먼저 해답이 얻어졌다고 가

정하여 그 성질을 알아보고 그 성질로 해답을 탐색하

는 방법’, ‘구하려는 것이 얻어졌다고 하면 어떤 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사고 방법’이라고 하였다. 종합적 사고 혹은 총합적 사

고는 ‘해답이 제시되고, 그것이 주어진 문제의 답임을

순차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무엇

을 말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사실이 성립하는가라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개해 가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Petrovskii(1993)는 인간행동의 심리학에서 분석이란

‘한 대상을 구성요소로 분리하는 것, 대상의 측면, 요

소, 속성, 연관, 관계 등을 전체로부터 추상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고, 종합이란 ‘분석에 의해 분리된 요소

들로 전체를 재건하는 것’, ‘인지하는 동안 대상으로부

터 분리된 요소들을 통합하고 상호관련 시키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우정호(2006)은 발견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석법

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분석은 ‘하도록 요구하고 있

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구하고 있는 것을 이

미 찾은 것처럼, 증명해야 할 것을 참인 것처럼 가정

하고, 그 다음 선행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바라는 결과

가 유도될 수 있는가를 묻고 다시 그 선행자의 선행자

는 무엇인가 묻기를 계속하여 결국 이미 알려져 있거

나 참인 것으로 가정한 것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서술하였고, 종합은 ‘분석의 과정을 거꾸로 하여 분석

에서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 곧 이미 알려져 있거나

참인 것으로 가정한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분석과정을

거꾸로 되밟아 감으로써 마지막에 요구하는 명제에 도

달하는 연역과정’이라고 서술하였다.

Kalmykova(1975)와 한인기(2001)은 종합적 방법은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인 자료(주어진 것)를 출발점으

로 하여 미지의 것을 찾아 가는 것이고, 분석적 방법

은 미지의 것(구해야할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어진

자료로 진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 종합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용어의 사용에 대한 문헌 고찰 내용을 제시하

였다. 고찰을 통해 나타난 한 가지 의문은 분석, 분석

법의 혼재된 사용과 종합, 종합법의 혼재된 사용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즉, 분석과 분석법, 종합과 종합법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심리학에서 분석, 종합과 발견술에서의 분석, 종

합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수학교육에서 수학학습심리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견술에서의 사용과의 혼돈

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체계

화하고자 한다(<그림 1> 참고).

첫째,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활동의 유형으로서는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석

이라는 용어는 분석으로, 총합이라는 용어는 종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발견술의 한 방법으로서 문제해결 및 증명의

풀이방법의 유형에 대한 분석과 종합은 분석법(an-

alytic method), 종합법(synthetic method)으로 하여 사

고 과정으로서의 분석과 종합과의 혼돈을 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풀이방법의 유형으

로 분석적 방법, 종합적 방법, 증명방법의 유형으로 분

석적 증명, 종합적 증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풀이방법을 찾아 가는 사고의 전개 방법의 유

형으로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 종합적 사고

(synthetic thinking)로 보고, 풀이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기술하는 방법의 유형으로 분석적 전개

(analytic description), 종합적 전개(synthetic descri-

ption) 혹은 발견적 전개, 연역적 전개로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분석과 종합과 관련된 용어를

체계화하여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분석

종합

사고활동

풀이방법 사고전개 기술방법

분석법

종합법

분석적 사고

종합적 사고

분석적 전개

종합적 전개

발 견 술 

<그림 1> 분석 및 종합 관련용어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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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과 종합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였

다.

먼저, Rubinstain(한인기, 2006 재인용)은 분석과 종

합은 사고 활동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사고 조작으로 보았다. 또한 분석과 종합은 동일한 사

고 과정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분석과 종합은 한 가지 과정에 대한 두 가

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Dreyfus(1991)에 의하면 종합은 부분들을 결

합하고 구성하여 전체적 실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전체는 흔히 부분들의 합보다 훨씬 더 크다. 예

를 들어, 선형대수에서 학생들은 벡터의 직교화, 행렬

의 대각화, 기저의 변환, 일차연립방정식의 해 등 아주

많은 개별 사실들을 배운다. 학습 과정의 후반부에서

그 때까지 배운 이러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실들은

하나의 상으로 합쳐진다. 그 속에서 각각의 사실들은

상호관련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상으로 합쳐

지는 과정이 종합으로 보고 있다.

셋째, Erdniev 외(2005)에 의하면, 어떤 대상의 분석

은 대상의 붕괴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변형

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변형, 즉 분석에 의해 분리된

요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종합이다.

따라서 분석과 종합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넷째, 한인기(2006)는 분석에서 연결성 및 관련성들

도 추출되므로 분석이 사고 대상의 분열, 붕괴로 귀착

되는 것은 아니며 분석은 사고 대상인 전체의 변환으

로 귀착된다고 보았다.

다섯째, Pavlov(Kalmykova, 1975 재인용)는 그의

생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분석이란 ‘복합적인 세계’를

‘분리된 부분’으로 분해하는 사고과정, 요소들을 개별화

시키는 측면이라고 설명하였고, 종합은 분리된 부분

혹은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것들을 ‘함께 결합된’ 것으

로 유기적 조직체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

Pavlov는 분석과 종합은 복잡성에 있어서 수준의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분석이 더 수준이 높은

사고 과정으로 판단하였다.

여섯째, Kalmykova(1975)는 분석은 ‘분리된 부분’으

로 쪼개는 활동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

에 제시된 개별적인 단어, 수, 문제의 요소들을 낱낱이

추출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종합은 분석을 통해 얻

어진 낱낱의 대상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분석과 종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

면 <표 2>, <표 3>과 같다.

구 분 분석에 대한 개념

Rubinstain
전체를 부분들, 요소들로 분해하거나
전체에서 개개의 속성, 측면을 분리하
는 사고 조작

Erdniev

부분들의 분석, 요소들의 분석, 속성
들의 분석, 특징들의 분석뿐만 아니
라, 이들 사이의 관계의 분석, 연결성
의 분석을 포함

한인기

첫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요소
들로 분해하는 사고 조작
둘째, 전체에서 개별적인 징표들, 속
성들, 성질들, 측면들, 연결 및 관련성
들을 추출하는 사고 조작

Petrovskii
대상을 구성요소로 분리하는 것, 대상
의 측면, 요소, 속성, 연관, 관계 등을
전체로부터 추상하는 것

<표 2> 분석에 대한 개념

구 분 종합에 대한 개념

Rubinstain

대상이나 현상의 부분들을 연결시키
는 사고 조작 또는 대상이나 현상의
속성들, 측면들을 결합시키는 사고 조
작

Tommy

Dreyfus

부분들을 결합하고 구성하여 전체적
실체를 형성하는 것

Erdniev
분석에 의해 분리된 요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

한인기

첫째, 전체(대상)의 부분들을 연결시
키는 사고 조작
둘째, 대상의 개별적인 징표들, 속성
들, 성질들, 측면들, 연결 및 관련성을
결합하는 사고 조작

Petrovskii

분석에 의해 분리된 요소들로 전체를
재건하는 것
인지하는 동안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요소들을 통합하고 상호관련 시키는
것

<표 3> 종합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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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종합은 언제나 상호의존적이다. 양자의 불가

분 단일성은 상호관련 시켜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상호의존적이지만 많은 학

자들이 이들 사이의 차이가 명확함을 다양하게 언급하

고 있음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즉, 분석과 종합은 서

로 독립적인 공간과 영역 및 이들 간의 상호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 종합 활동

의 초기 발생의 문헌인 자료론과 분할론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자료론과 분할론에서 분석과 종합

이 장에서는 Euclid의 자료론과 분할론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수학교육 특히, 기하교육에서 사고활동으

로서의 분석과 종합에 대한 수학교육적인 의미의 고찰

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론과 분할론

에 제시된 130개의 명제를 분석과 종합이라는 사고 활

동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체

계화하여 제시한다.

1. 문헌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문헌 연구이므로 어떤 문헌을 연구대상

으로 삼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문헌이다.

첫째, 자료론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문헌이다.

Herz-Fischler(1984)가 명제 84, 명제 85의 내재적 의

미를 분석한 문헌, Taisbak(1996)이 명제 86의 대수적

의미에 대해 분석한 문헌, Taisbak(2003)이 자료론에

대한 그리스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여 주석과 함께 출

판한 문헌, 마지막으로 Mcdowell과 Sokolik(1993)가

그리스 원어를 영어로 완역한 문헌이다.

둘째, 분할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Archinald(1915)

가 아라비아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문헌이다.

2. 분석과 종합에 대한 분류

문제해결에서 사고 과정으로서 분석과 종합의 역할

에 대한 인식은 초기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Kalmykova, 1975). 당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정보, 알려진 자료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는 활동을 다

양하게 진행되었고, Euclid의 수학에 대한 저작은 이러

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

다.

자료론에는 총 94개의 명제가 있고, 분할론에는 36

개의 명제가 있다. 자료론은 주어진(Given)이라는 소재

를 이용하여 자료(datum)가 되는 명제들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들의 증명 과정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사고 과정으로서의 분석과 종합에 대해 분

석하였다. 또한 분할론은 도형의 분할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부합되도록 다각형, 원, 평면

도형을 분할하는 작도의 방법의 탐색과 그 탐색 결과

에 대한 정당성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탐색과정

과 정당화 과정에서 사고 과정으로서의 분석과 종합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130개의 명제에 대한 분석으로

부터 얻은 분석과 종합에 대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제

시하고, 각각의 유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할 것이다.

첫째, 자료론과 분할론을 통해 본 분석의 유형에 대

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론과 분할론에 제시된 130개 명제들을 외

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과 다섯 개의 명제인

Dvt 182), Dvt 22, Dvt 24, Dvt 25, Dtt 793)를 제외한

모든 명제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주어짐(Given)이다. Taisbak(2003)은 자료론에

대한 그의 해설서의 부제목으로 ‘주어져 있는 것의 중

요성(The Importance of Being Given)’으로 할만큼 주

어짐(Given)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윤대

원, 서보억, 김동근(2007)은 ‘주어짐’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 모든 명제

들은 작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료론과 분할론에 제시된 130개 명제들

을 내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어진 것, 구할 것, 배

경지식, 절차와 같은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 지식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해 내고 있었다.

2) Dvt 18이란 분할론 명제 18번을 의미한다.

3) Dtt 79란 자료론 명제 79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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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료론과 분할론에 제시된 명제들은 분석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분석을

범주화하여 <그림 2>와 같이 분류하고, 명명하였다.

○ 주어진 것 분석

○ 구할 것 분석

외재적 분석

○ 의미적 분석

○ 결합적 분석

내재적 분석

<그림 2> 분석의 유형

외재적 분석은 제시된 명제에 자체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수학적 대상, 요소, 성질, 속성에 대한 분석이

다. 자료론의 서술 체계는 명제 제시, 명제 의미 제시,

주어짐을 통한 증명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분할론은 명제 제시, 작도 방법 제시, 특수한 사례 제

시(필요한 경우), 작도의 타당성 증명이라는 세 단계

혹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재적 분석은 명제

제시 혹은 명제 의미 제시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외재적 분석은 명제의 구성 요소 중, 가정이나 전제,

주어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주어진 것 분석’, 명

제의 구성 요소 중, 결론이나 결과,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구할 것 분석’으로 세분

화할 수 있다.

1. 명제 제시

2. 명제 의미 제시

3. 주어짐을 활용한

증명

자료론
1. 명제 제시

2. 작도 방법 제시

3. (특수한 사례)

4. 작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증명

분할론

<그림 3> 두 저작의 서술 체계

내재적 분석은 외재적 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수학

적 대상, 요소, 성질, 속성에 대한 재분석 혹은 결합 및

관련성의 추출을 통한 분석이다. 내재적 분석은 두 저

작에 나타난 서술 체계 중, 주어짐을 활용한 증명과정,

작도 방법 제시, 작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증명 과

정에 분석이다. 이러한 내재적 분석은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 등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탐색이나 이와

관련된 새로운 수학적 대상, 요소의 추출에 관심을 가

지면 ‘의미적 분석’, 처음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뿐

만 아니라 새롭게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련성을 통한 수학적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거

나 새로운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의 추출에 관심을 가

지면 ‘결합적 분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둘째, 자료론과 분할론을 통해 본 종합의 유형에 대

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보억(2008)은 문제 구조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결

합시켜 집합체로 만들고, 수학적 관계들과 기능적인

종속성을 찾아, 문제의 수학적인 구조를 찾기 위한 활

동으로 종합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빠르

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

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이란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다양한 대상들의 관계성

을 파악하고 이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상

황의 큰 틀을 찾고 통합화할 수 있는 사고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 활동의 결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측면

을 지니고 있다.

자료론에 제시된 명제들의 증명과정, 분할론에 제시

된 명제들의 작도방법 및 증명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

초로 하여 종합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명제

의 증명과정, 작도 방법 및 작도의 증명 과정에서 경

험보다는 논리적, 이성적 과정을 통해 분석으로부터

추출한 대상들 사이의 상호 관련된 재개념화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면 ‘이론적 종합’이라고 보았고, 반대로

기호에 의한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과정보다는 학습을

통해 획득한 과거의 경험적 지식을 적용하여 분석으로

부터 추출한 대상들 사이의 상호 관련된 재개념화에

주된 관심을 보이면 ‘경험적 종합’으로 세분화하여 명

명하였다.

이제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이러한 분류에 대한 각

유형의 분류 근거와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료론과

분할론에 서술되어져 있는 명제 제시, 명제 의미 제시,

작도 방법 제시, 특수한 사례, 증명 과정 등을 통해 고

찰해 보자. 제시된 문항의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직관

기하와 논증기하를 배우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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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이해

(1) ‘주어진 것 분석’에 대한 이해

분석의 주된 관심을 제시된 명제의 가정이나 조건,

주어져 있는(given) 것에 두는 것으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Dvt 1. 주어진 삼각형의 한 변과 평행하면서 이 삼

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할 수 있다.

분할론 명제 1에서는 삼각형, 밑변, 밑변에 평행, 넓

이의 이등분 등을 분석의 결과로 추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시된 명제에서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추출이다.

Dtt 39.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은

주어진(결정된) 것이다.

자료론 명제 39에서는 삼각형, 삼각형의 세 변의 길

이 , ,  등을 분석의 결과로 추출하고 있었는데, 이

것 또한 제시된 명제의 조건에서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추출이다.

(2) ‘구할 것 분석’에 대한 이해

제시된 명제의 결론, 구해야할 것,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분석의 주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구체

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Dvt 3. 삼각형 한 변 위에 주어진 한 점을 지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할 수 있다.

A

E Z

B G

<그림 4>

분할론 명제 3에서는 주어진 변 위의 한 점을 지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분석의 결과로 추

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시된 명제의 결론, 구해야할

것,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Dtt 63.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각각의 변을 한 변

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면, 처음 삼각형과 각각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는 주어진(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론 명제 63에서는 주어진 삼각형과 삼각형의

각 변에 대한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를 분석의 결과로

추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시된 명제의 결론, 구해야

할 것,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3) ‘의미적 분석’에 대한 이해

주어짐을 활용한 증명과정, 작도 방법 제시, 작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증명 과정 등에서 추출된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 등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탐색이나 이

와 관련된 새로운 수학적 대상, 요소의 추출을 위해

분석의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Dvt 14. 임의의 사각형의 주어진 한 꼭짓점을 지나,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할 수 있

다.

A

B C

D

E

Z

I

<그림 5>

분할론 명제 14에서 ‘주어진 것 분석’에서 사각형,

사각형의 이등분, 한 꼭짓점, 꼭짓점을 지나는 직선 등

을 분석의 결과로 추출하고, ‘구할 것 분석’에서 꼭짓점

을 지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작도를 추출하고

있다. 이러한 외재적 분석의 결과들을 통해 첫째, 명제

에 제시된 내용 및 외재적 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사실

에 근거하여 기하학적 도형을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있

었다(그림 5). 둘째,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가

장 이상적인 것이 사각형의 대각선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대이집트인들이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를

라 할 때, 잘못된 넓이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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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은 매우 자연스러운 분석의 결과

이다. 셋째, <그림 5>에서 점 E가 선분 BD의 중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짐을 구분하였다.

중점인 경우는 직선 AC가 우리가 구할 직선임이 명확

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논의하여야 함을 추

출하고 있다. 외재적 분석의 결과로 얻은 이들 모두는

외재적 분석에서 추출된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 등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탐색 및 이와 관련된 수학적 대상

의 탐색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Dtt 94. 지름 BG 위의 한 점 D가 있고, 점 D를 지

나는 임의의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A, 점 A를 지

나고 직선 DA에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E,

점 E를 지나 직선 DA에 평행한 직선이 지름 BG와

만나는 점을 Z라고 하면, 점 Z는 주어진(고정된) 것이

고, ×도 주어진(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B

A

D

E

GZ

Q

H

<그림 6>

자료론 명제 94에 대한 ‘주어진 것 분석’에서 지름이

주어진 원, 주어진 지름 위의 한 점, 지름 위의 한 점

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 처음 직선에

평행인 직선, 평행선과 처음 지름과의 교점 등을 분석

의 결과로 추출하고 있다. 또한 ‘구할 것 분석’에서는

<그림 6>의 점 Z가 ‘고정된 점인가’와 ‘두 선분의 곱

AD×EZ 가 일정한가’에 대한 물음을 추출하고 있다.

이러한 외재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첫째, 외재적 분석

결과와 부합된 기하학적 도형을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그림 6). 둘째,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각 A뿐

만 아니라 각 E가 직각임을 얻는다. 셋째, 평행선과 관

련된 엇각, 동위각에 대한 개념을 추출하고 있다. 넷째,

주어진 것에 대한 도형에서 도형 DAEQ는 원에 내접

하는 직사각형의 일부임을 얻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외재적 분석에서 추출된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 등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탐색 및 이와 관련된 수학적 대상

의 탐색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합적 분석’에 대한 이해

주어짐을 활용한 증명과정, 작도 방법 제시, 작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증명 과정 등에서 처음 추출된 수

학적 대상, 요소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출된 수학적 대

상,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련성을 통한 수학적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의 추

출을 위해 분석의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구체

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Dvt 19. 삼각형 내부의 주어진 임의의 한 점을 지

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할 수

있다.

T

A

B Z C

DE

H

<그림 7>

분할론 명제 19에서 ‘주어진 것 분석’에서 삼각형,

이등분, 내부의 임의의 한 점, 내부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등을 분석의 결과로 추출하고, ‘구할 것 분석’에서

내부의 한 점을 지난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추출

하며, ‘의미적 분석’에서 <그림 7>과 같은 기하학적 도

형의 구현, △HBZ 

△ABC , 직선 HZ를 긋기 위

해서는 점 H 혹은 점 Z만 결정하면 된다는 사실을 추

출하고 있다. 이러한 외재적 분석 및 의미적 분석 결

과들의 유의미한 결합을 통해, 첫째,

△HBZ 

△ABC로부터 BH×BZ 

 AB×BC
를 추출하였고, 둘째, 삼각형 HBZ와 선분 BH, BZ로부

터 삼각형 HBZ와 닮음인 삼각형을 얻기 위해 점 D를

지나 밑변에 평행인 선분을 보조선으로 추출하였고,

셋째, △HED과 △HBZ은 닮음이고, 닮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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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EHBZ DE를 얻는다. 넷째, △ABC의 넓이

의 


인 △HBZ를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ABC와 동일한 넓이의 값을 가지는 점 T, 즉



 AB×BC BT×DE를 만족하는 점 T를 추출하

였다. 다섯째, 2번째와 4번째 결합적 분석에 대한 재결

합을 통해 BH×BZBT×DE을 추출하였는데, 이

는 곧 BT BHBZ DE를 얻은 것이다. 여섯째, 3

번째와 5번째 결합적 분석에 대한 재결합을 통해

BT×BEBH×HT을 추출하였다.

이처럼 결합적 분석은 문제의 풀이과정이 복잡할

수록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다양한 분석

결과를 얻고 있었다. 결합적 분석을 통해 추출된 결과

들은 처음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뿐만 아니라 새롭

게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련성을

통한 수학적 본질적 의미의 탐색, 새로운 수학적 대상

이나 요소의 추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실제로 결합적 분석은 종합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분석과 종합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때, 분

석과 종합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것이 결합적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종합에 대해 살펴보자.

(5) ‘이론적 종합’에 대한 이해

외재적 분석, 내재적 분석의 결과들은 종합과 깊은

관련이 있다. Krutetskii(1976)와 서보억(2008)은 종합

은 문제의 본질적 구조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설정

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였다.

두 저작에서 서술되어져 있는 명제의 증명과정, 작

도 방법 제시, 작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증명 과정

등에서 경험보다는 논리적, 이성적 과정을 통해 분석

의 결과로 추출한 대상들 사이의 상호 관련된 재개념

화에 종합의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적 종합’에 대

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Dvt 19.

분할론 명제 19에서는 분석의 결과로 추출한 것들

로부터 BH×BZBT×DE 
 AB×BC를 만족

하는 점 T를 잡고, BT×BEBH×HT를 만족하는

점 H를 찾으면 BH×BZBT×DE가 되므로, 이를

통해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을 지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

실을 추출하고 있다.

Dtt 94.

자료론 명제 94에서는 분석의 결과로 추출한 것들

로부터 △ADH와 △QZH가 닮음이고 직선 AQ와 직

선 BG의 교점 H로부터, 항상 DHHZ라는 사실을

찾으면 점 Z는 고정점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

실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QZ의 길이가 같고, 또한 EZ×ZQ BZ×ZG로부터

AD×EZQZ×EZ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점 Z

가 고정점이라는 사실로부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사

각형과 같은 넓이를 가지는 항상 일정한 두 선분의 곱

을 추출할 수 있다.

분할론 명제 19와 자료론 명제 94에 제시되어 있는

종합에 의한 수학적 재개념화는 이미 알고 있던 수학

적 공식, 절차, 정리에 기반을 둔 경험적인 결과로 얻

었다기보다는 논리적, 이성적 과정을 통한 재결합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증명과정의 구체적

인 서술과정이 이성에 의한 논리적 재결합과 더 밀접

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분할론과 자료론에 나타

난 문제의 구조 파악과 문제해결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러한 수학적 재개념화를 ‘이론적 종합’으로 명명하였

다.

(6) ‘경험적 종합’에 대한 이해

두 저작에서 나타난 명제의 증명과정, 작도 방법 제

시, 작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증명 과정 등에서 기

호에 의한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과정보다는 학습으로

획득한 과거의 경험적 지식의 적용을 통해 분석의 결

과로 얻은 대상들 사이의 상호 관련된 재개념화에 종

합의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경험적 종합’에 대해 구체

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Dvt 14.

분할론 명제 14에서는 꺾인 선 AZC가 주어진 사각

형을 이등분한다는 사실로부터 점 A를 지나는 직선

중 이와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직선을 작도하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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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추출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수학적 사실은 평행선 사이에 놓인 밑변을 공유하는

임의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사실이다(그림 8). 이

러한 과거의 수학적 경험을 주어진 명제 14의 상황과

결합하여 재개념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림 8>

Dtt 63.

자료론 명제 63에서는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두

다각형의 넓이의 비는 바로 그 다각형의 높이의 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추출하게 된다. 즉, 삼각형 ABC와

정사각형 BDGC의 넓이의 비는 곧,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의 비와 같다는 사실을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출하게 된다(그림 9).

A

D

I

B

H

C

F
E

G

<그림 9>

Ⅳ. 초등학교 도형문제 해결에 적용

초등학교 5학년 도형 영역에 제시된 문제를 통해

분석과 종합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예시1] 초등학교 5학년 도형의 대칭 단원 문제

(분석)

첫째, ‘외재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주어져 있는 것

으로 ‘도형, 다섯 개의 꼭짓점, 다섯 개의 변, 선분 ㄱ

ㅂ, 접기, 겹쳐짐’ 등을 얻게 된다. 또한 구할 것으로는

이러한 선분에 의해 겹쳐짐의 성질이 있는 도형의 명

칭, 겹쳐짐이 있는 선분의 개수를 분석하여 얻게 된다.

둘째, ‘내재적 분석’의 결과로 위와 같은 성질을 가

지는 도형은 바로 정오각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꼭짓점의 개수가 5개, 변의 개수가 5개임을 분석

할 수 있고, 제시된 대칭축이 한 꼭짓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하였다는 사실을 얻게 된다.

(종합)

첫째, ‘경험적 종합’은 주어진 도형이 특정 선분에

의해 접어서 겹쳐지면, 이전에 학습하였던 선대칭도형

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정오각형 종이를 이용하여 접

는 활동을 직접 시행하거나, 간접적 시행으로 자를 이

용하여 선분을 긋는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추출하게 된다.

둘째, 제시된 문제는 ‘경험적 종합’만으로 해결이 가

능하지만, 학생들의 지적능력의 차이에 의해 ‘이론적

종합’이 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즉, 오각형이 꼭짓점의

개수와 그 대변에 대응하는 변의 개수가 곧 대칭축의

개수라는 사실을 추출하게 된다.

[예시2] 초등학교 5학년 넓이와 무게 단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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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첫째, ‘외재적 분석’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사다리

꼴, 직사각형, 빈 공간, 여러 가지 주어진 길이, 직각’

등을 얻게 된다. 또한 구할 것으로는 주어진 두 도형

의 넓이의 합을 추출한다.

둘째, ‘내재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왼쪽에

있는 도형은 사다리꼴이고, 오른쪽 도형은 직사각형이

다. 이 두 도형 사이의 빈 공간도 직사각형이다. 외재

적 분석의 결과로는 사다리꼴에서는 윗변과 밑변의 길

이는 구할 수 없고, 직사각형에서는 가로의 길이를 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또한 사다리꼴, 직사각

형, 빈 공간의 직사각형 모두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 공간의 직사각형의 높이는 8cm이

다.

(종합)

첫째, ‘경험적 종합’의 결과로 주어진 세 도형 즉, 사

다리꼴, 직사각형, 빈 공간의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음을 추출한다. 실제로, 기존에 학습한 사다

리꼴의 넓이 공식을 추출하여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여

값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빈 공간의 직사각형의 넓이

를 구할 수 있다.

둘째, ‘이론적 종합’의 결과로 빈 공간이 있는 분리

된 두 도형의 넓이는 빈 공간을 포함한 전체 도형의

넓이에서 빈 공간의 넓이를 빼 줌으로서 구할 수 있음

을 추출한다.

Ⅳ. 결론 및 기대되는 효과

1. 요약 및 결론

수학교육에서 분석과 종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하였다. 첫째, 분석과 종합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활동의 유형에 따라

결과물 차이에 따른 분류이다. 둘째, 분석법과 종합법

은 발견술의 한 방법으로서 문제해결 및 증명의 풀이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따라서 풀이방법 분류에 따라

분석적 방법, 종합적 방법, 증명방법 분류에 따라 분석

적 증명, 종합적 증명이 있다. 셋째, 분석적 사고, 종합

적 사고는 풀이방법을 찾아 사고의 전개 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분석적 전개와 종합적 전개는 풀이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기술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

다.

본 연구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Rubinstain은 분석과 종합은 사고

활동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사고 조작으

로 보았다. 둘째, Dreyfus에 의하면 종합은 부분들을

결합하고 구성하여 전체적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Erdniev에 의하면, 종합은 분석에 의해 분리된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과 종합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넷째, 한인기는 분석에서 연결성 및 관련성들

도 추출되므로 분석이 사고 대상의 분열, 붕괴로 귀착

되는 것은 아니며 분석은 사고 대상인 전체의 변환으

로 귀착된다고 보았다. 다섯째, Pavlov는 분석이란 ‘복

합적인 세계’를 ‘분리된 부분’으로 분해하는 사고과정,

요소들을 개별화시키는 측면이라고 설명하였고, 종합

은 분리된 부분 혹은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것들을

‘함께 결합된’ 것으로 유기적 조직체로 만드는 활동이

라고 설명하였다. 여섯째, Kalmykova는 분석은 ‘분리

된 부분’으로 쪼개는 활동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종합

은 분석을 통해 얻어진 낱낱의 대상들 사이의 관련성

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분석과 종합은 언제나 상호의존

적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를 분석과 종합 활동의

초기 발생 문헌인 자료론과 분할론을 기반으로 체계화

하였다.

첫째, 분석의 유형에 대한 탐색결과로 외재적 분석

과 내재적 분석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외재적

분석은 명제의 구성 요소 중, 가정이나 전제, 주어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아니면 명제의 구성 요소

중, 결론이나 결과,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

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주어진 것 분석’과 ‘구할 것 분

석’으로 세분화하였다. 내재적 분석은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 등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탐색이나 이와

관련된 새로운 수학적 대상, 요소의 추출에 관심을 가

지느냐, 아니면 처음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뿐만 아

니라 새롭게 추출된 수학적 대상,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련성을 통한 수학적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거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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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의 추출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의미적 분석과 ‘결합적 분석’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종합의 유형에 대한 탐색결과로 논리적, 이성

적 과정을 통한 재결합을 통해 얻은 결과이냐, 아니면

과거에 학습으로 획득한 경험적 지식의 적용을 통한

재결합을 통해 얻은 결과냐에 따라 ‘이론적 종합’과 ‘경

험적 종합’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종합에 대한 유형의 분류를 통해 분

석은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들의 자율성과 개별성, 개

념의 본질지향성과 독립성,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들의

범주화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은 수학적 대상이나 요소들의 관계성과 타

협성, 개념의 상호의존 지향성과 관련성, 수학적 대상

이나 요소들의 통합화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은 논리적인 측면이 강하

다면 상대적으로 종합은 경험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은 범주화를 통한 귀납적인

추론의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은 수학

적 대상이나 요소들간의 유사성에 대한 탐구로 얻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2. 기대되는 효과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와 활용이

기대된다.

첫째, 고대의 중요한 문헌으로부터 확립된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이해는 수학교육학의 다른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어질 것이다.

둘째, 수학적 활동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사고 유형

인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종

합적인 사고능력과 분석적인 사고능력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될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분석과 종합에 대한 유형의 분류 및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는 기하교육에서 발견적 수업

을 강조하는 교실 수업 개선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론과 분할론의 130개 명

제는 초, 중학교 기하 교수 학습 자료를 더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Krutetskii는 개인차를 유발하는 가장 기본

적인 차이로 분석과 종합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얻은 결과는 분석과 종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학생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의미있는 자료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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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he consideration to 'The Data' and 'On Divisions' of Euclid which is the 
historical start of analysis and synthesis. 'The Data' and 'On Divisions' compared to Euclid's 
Elements is not interested. In this study, analysis and synthesis were examined for significance. 
In this study, means for 'analysis' and 'synthesis' were examin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Data' and 'On Divisions'. 

First, the various terms including analysis and synthesis were examined and the concepts of 
the terms were analyzed.

Then, analysis was divided into 'external analysis' and 'internal analysis'. And synthesis was 
divided into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synthesis'. On the basis of this classification 
problem presented in elementary textbooks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wer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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