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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圓容三方互求’as a Mathematically
Challenging Problem for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초등 수학영재의 도전적 문제 상황을 위한 圓容三方互求의 활용

Chang Hyewon 장혜원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mathematical problems to
provide mathematically challenging tasks for the gifted elementary students. For
the selection, a mathematical problem from <算術管見> of Joseon dynasty, ‘圓容
三方互求’, was selected, considering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of problem solv-
ing and the variety of approaches to the problem. For the application, teaching
strategies such as individual problem solving and sharing of the solving methods
were used. The problem was provided for 13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They not only solved it individually but also shared their approaches by
presentations. Their solving and sharing processes were observed and their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some didactical considera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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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영재교육진흥법이

마련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영재교육 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방안 마련의 양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채로 남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체계적인 영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재교사 교육이 포함된다.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산출물을 분석하는 것은 학생의 사고 과정과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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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맥락을 영재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우수 학생의 해결 사례를 검토하는 경험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고, 그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전적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점을

지닌다 [5]. 이러한 관점에서 수학영재 학생들에게 도전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와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문제 제공시 학생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분석하

여 교사의 교수학적 선택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영재 프로그램 개발과 영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도전적인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 스키마의 구성을 촉진시킨다 [15]. 즉 교사는 도전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도전적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 구조

를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도전적인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이 지닌 공통점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수학 문제 해결에서의 문제는 회

상이나 경험에 기초한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답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장애 요인을 동반한다. 알고 있는 개념의 회상 및

규칙이나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서는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이상의 시도와 생각을 통해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풀이 전략의 고안이 도전적 문제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재들에게 도전적이라고 판단되는 문제를,

도전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제공한 후 그들의 문제 접근 방식 및 해법

에 포함된 수학적 요소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전적 수학 문제와 문제를 도전적이게 하는 교수법

영재 프로그램은 영재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재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17, 16, 9]. 도전적인 수학 문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도전감이 학생에

게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내적인

보상을 준다 [12] 는 특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도전적 과제는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하는데 [21], 창의성이 영재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문제가 도전적인지 아닌지는 학습 개인의 수학적 경험에 달려있다 [15]. 따라서 수

학영재에게 제공되는 문제는 그들에게 도전적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지닌 특성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방법상의 전략 또는

학습 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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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조선시대 산학서 <산술관견 (算術管見)>에 제시된 원용

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이다. 이 문제가 초등 수학영재에게 도전적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것이다.

•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해법상의 열린 문제이다.

문제에의 접근 방법이 다양하다는 해법의 다양성은 문제의 적용 상황이 도전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한 가지 방법으로 답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

가 도전적 활동이 되는 것이다. 임문규 [10, 11]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영재들의 다양한

계산식 만들기 활동 결과와 초등학교 5학년 수학영재들에게 창의적이고 어려운 수학 문제

만들기를 요구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초등 수학영재들의 해법과 사고의 다양성 및 확산적

사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장혜원 [1]에서 ㄱ자 모양의 도형인 곡척의 넓이를 구

하는 문제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변의 길이 대신 모양이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동일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다양성을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즉각적으로 풀지 못하게 하는 도전적 문제로 만들어주었다.

이와 같이 문제 자체가 지닌 잠재적 도전성 외에, 문제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도전적으로 만드는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tillman et al. [20] 은 정규

수업에서 도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전적인 수학 수업 실제를 고안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지

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메타인지전략과 인지전략을 얻고, 자신의 능력 향상에 대한 감을

얻는다 [12].

학습 방법은 목표 성취 유형에 따라 협력적, 경쟁적,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2]. 문제 해

결 학습 역시 세 가지 모두를 통해 구현될 수 있고, 근래에는 사회적 구성주의 인식론의

영향으로 문제의 특성에 따라 협력 활동에 기초한 문제 해결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4, 6].

이러한 경향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으로 일관

되게 나타난다 [14]. 그러나 영재 학생은 개인별 학습 유형에 관계없이 동료 교수나 토론

학습에 비해 독립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에 대해 영재 학생의

경우 영재아의 특성 중 하나인 과제집착력에 기초하여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공된 문제를 연구

참여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탐구하여 풀고, 그 풀이 방법을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수업 방식

을 택하였다. 풀이 방법의 공유는 해법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되었으며, 상호간에

경쟁심에 기초한 도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이용될 것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의 정당화나 타당성 확인은 학생들 스스로에게 일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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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영재 수업에서의 교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개별 활동 결과의 발표를 통해 해법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한

다.

• 정당화가 격려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학생에게 일임된다[15].

• 교사는 풀이법이나 해의 정오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 [15].

2.2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

원용삼방호구는 조선시대 산원 이상혁 (李尙爀, 1810〜?)의 <산술관견>에 나오는 문제

로 저자 자신이 두 가지 해법을 고안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7].

或問曰 圓內容三小方形 宜有圓徑方邊相求之法

而古無傳者 蓋試思之 遂解二術如左

어떤 사람이 원 안에 세 개의 정사각형이 있을 때, 원의 지름과 변을 서로 구하

는 방법이 마땅히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옛날에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생각해

본 끝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

원용삼방호구, 즉 원에 접한 세 개의 정사각형이 서로 구한다 함에서 ‘서로’ 는 두 가지

방향을 함의한다. 정사각형의 한 변이 주어질 때 원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와 역으로 원의

지름이 주어질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을 구하는 문제이다. 다음과 같다.

設圓內容三小方形 方邊爲十二尺

問 外圓徑幾何

원 안에 접하는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의 한 변은 12자라고

하자. 외접원의 지름은 얼마인가?

設圓徑四十尺 內容三小方形

問 每方邊幾何

지름이 40자인 원 안에 접하는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자. 각 정

사각형의 한 변은 얼마인가?

이에 대한 풀이는 위에서 이상혁이 ‘遂解二術如左’라고 표현한 두 가지 방식이 두 문제

각각에 대해 주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문제만을 이용하였다 (Table 1).

저자 이상혁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것이 해법의 다양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풀이는 조선시대의 고차방정식 표기법과 해법, 피타고

라스의 정리에 해당하는 천원술, 개방술, 구고술을 이용하여 제시되며, 풀이 아이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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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원용삼방호구 중 한 문제의 두 가지 풀이 아이디어 > 

Table 1. Two ideas for a problem of 圓容三方互求 ; 원용삼방호구 중 한 문제의 두 가지 풀이

아이디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문제를 이용한 연구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에게 적용하여

ICT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사한 양성현 [22]이 있다. 대상의 학교급은 다르지만

영재교육을 위한 문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2014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13명이다. 그 중 2명은 3넌차이고, 나머지는 2년차에 해당하는 사사반 학생들이므로,

수학적 적성과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학생들이다.

3.2 적용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는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조선시대 산원 이상혁이 저술한 <산

술관견> 에 제시된 원용삼방호구이다. 원문에 제시된 두 가지 해법이 저자 자신의 산출

물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문제 제기 당시의 창의성, 즉 그 하위요소로서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이 오늘날의 학습 상황에서 수학영재 학생에게 재현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곧 이

문제는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해법상의 열린 문제이고, 출처가 조선시대 산학서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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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적용 문제로

선택되었다. 학생들에게는 문제의 출처와 배경 설명이 부가되었으며 산학서 원문에 제시된

원과 그에 내접한 세 개의 정사각형 그림과 함께 다음 문제가 제공되었다.

[적용 문제] 지름이 40인 원 안에 접하는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

자. 각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얼마인가?

3.3 연구 절차

연구 과정에서는 학생 활동과 그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이 있었다. Figure 1에서 이를

구별하여 학생 활동으로 이루어진 수업 절차는 사각형으로, 연구자의 활동인 연구 절차는

타원으로 나타냈다. 문제 해결은 겨울방학에 열리는 집중 학습시간 프로그램 중 일부로 1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개별적인 풀이 시간이 주어지고, 자발적으로 한 명씩 자신의

풀이를 칠판에 작성하고 정당화를 포함하여 풀이를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풀이의 수용 여부는 학생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어지는 발표 기회는

앞서 나온 풀이와 구별되는 접근의 풀이에 한하여 부여되었다. 이때, 연구자는 원문의 풀이

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나온 접근과 다른 풀이가 존재함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구자는 특징적인 학생 반응을 관찰 기록하였고 칠판에 제시된 12가지 해법을 촬영하여

각각에 포함된 수학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접근 방법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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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풀이는 조선시대의 고차방정식 표기법과 해법 피타고라. , 

스의 정리에 해당하는 천원술 개방술 구고술을 이용하여 제시되며 풀이 아이디어는 표 , , , <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문제를 이용한 연구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에게 적용하여 1> . ICT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사한 양성현 이 있다 대상의 학교급은 다르지만 영재(2014) . 

교육을 위한 문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라 할 것이다.

연구 방법III. 

연구 참여자1.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학년 학2014 5, 6

생 명이다 그 중 명은 넌차이고 나머지는 년차에 해당하는 사사반 학생들이므로 수13 . 2 3 , 2 , 

학적 적성과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학생들이다.

적용문제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는 장에서 언급한 대로 조선시대 산원 이상혁이 저술한 산술II , <

관견 에 제시된 원용삼방호구이다 원문에 제시된 두 가지 해법이 저자 자신의 산출물이라> . 

는 점에서 과거의 문제 제기 당시의 창의성 즉 그 하위요소로서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이 , , , 

오늘날의 학습 상황에서 수학영재 학생에게 재현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곧 이 문제는 다양. 

한 풀이가 가능한 해법상의 열린 문제이고 출처가 조선시대 산학서라는 점에서 연구 참여, 

자의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적용 문제로 선택되었

다 학생들에게는 문제의 출처와 배경 설명이 부가되었으며 산학서 원문에 제시된 원과 그. 

에 내접한 세 개의 정사각형 그림과 함께 다음 문제가 제공되었다.

적용 문제 지름이 인 원 안에 접하는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자 각 정사[ ] 40 . 

각형의 한 변은 얼마인가?

연구 절차3.  

연구 과정에서는 학생 활동과 그에 대한 연

구자의 분석이 있었다 그림 에서 이를 구별. [ 1]

하여 학생 활동으로 이루어진 수업 절차는 사

각형으로 연구자의 활동인 연구 절차는 타원으, 

로 나타냈다 문제 해결은 겨울방학에 열리는 . 

집중 학습시간 프로그램 중 일부로 시간에 걸1

쳐 진행되었다 먼저 개별적인 풀이 시간이 주. 

어지고 자발적으로 한 명씩 자신의 풀이를 칠, 

판에 작성하고 정당화를 포함하여 풀이를 설명

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질문. 

함으로써 풀이의 수용 여부는 학생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어지는 발표 기회는 앞서 나온 풀이와 구별되는 접근의 풀이에 한하여 부여. 

되었다 이때 연구자는 원문의 풀이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나온 접근과 다른 풀이가 존재함. , 

그림 수업 및 연구 절차 [ 1] Figure 1. Research procedure ; 수업 및 연구 절차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초등 수학영재들이 보여준 접근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Table 2).

우선 상황으로부터 식을 세우기 위하여 미지수로 택한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1
2 이다.

즉 한 변의 길이를 2x(또는 2a)로 잡은 것이다. 단 한 명 (해법 11)은 정사각형의 한 변을

8a로 잡았는데, 계산의 편리함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가 취한 해법 공유의 학습 상황은 학생들의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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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하적 접근을 취하다가 한 학생이 해법 7에서 좌표를

도입하자 이로부터 힌트를 얻은 다른 학생은 원점을 달리하여 좌표를 이용하는 해법 8을

고안해내었다.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면 이어 그것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쇄적 반응은 현의 성질이나 삼각함수와 관련해서도 앞서 나온 성질이

다른 사람의 해법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해법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은 수업 계획시 기대치 못한 원

동력이었다. 해법 3이 조선시대 산학서 원문에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이후 다른 하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과제집착력을 자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분명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방법, 과거의 수학자가 찾아낸 방법의 존재는 학생들이 그 과제에 몰

두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원동력은 해법 12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 해법 12는 Table 1의 풀이 2와 비교할 때 이용한 보조선의 차이 등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원문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丙戊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원문에서는 두 삼각형 甲己戊와 庚丙戊의 닮음비를 이용했고, 해법 12에서는 현의 성질인

두 현에서의 길이 관계를 이용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성질은 곧 전자로부터

도출되는 사실이다. 특히 甲戊의 연장선을 그어 丙戊의 길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양자의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해법을 통해 초등 수학영재들이 이용한 수학적 지식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기본적으로 사용된 피타고라스의 정리 외에 외접원의 중심 이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 삼각형의 넓이, 삼각함수, 좌표의 도입 등의 특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12개 중 10개의 해법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반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법 6과 8)에는 삼각함수와 좌표평면에서 원의 방정식에 의존하였다. 좌표를

도입하여 각각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해법 7과 해법 8,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측정의 관점에서 접근한 해법 2는 상대적으로 독창성이 높은 풀이라 할 만하다.

연구 참여자가 이용한 수학적 지식의 학교 수학에서의 학교급에 대해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13]을 기초로 검토해 보면, 좌표, 삼각형의 외심, 원의 현에 대한 성질, 원주각의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비, 삼각비 등은 중학교에, 삼각함수,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

식 등은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이로부터 해당 대학부설 영재원 사사반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행동 관찰 결과로부터 주목할 것은 첫째, 개별 풀이 후 앞에 나와 칠판에 자신의

풀이를 작성할 때 미리 푼 것을 가져오지 않고 머리에 담은 채 새롭게 푼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관심은 풀이 아이디어였다. 계산의 복잡함이나 시간 제약상1) 계산은 생략되지만

1) 연구자가 부여한 조건은 아니지만 ‘시간 관계상’이라는 이유를 언급한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앞에 나와서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암묵적으로 부과한 제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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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푼다는 설명이 구성원 전체에게 수용되었다. 더욱이 풀이 과정에서 앞서

다른 학생이 보인 풀이에서의 한 변이었던 2x를 x로 착각하여 그 결과를 차용할 때 발생한

오류 (해법 11)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해법에 담긴 논리의 정당성 및 다른 풀이와의

차별성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셋째, 학생의 풀이에 대한 정당화에서 생략된 부분의

허용에 대한 개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의 설명이 용이하게 수용되었지만,

설명시 생략이 많았을 때 청자는 부분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추가 설명이 가해졌

다. 풀이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쌍방 간의 논의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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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풀이를 작성할 때 미리 푼 것을 가져오지 않고 머리에 담은 채 새롭게 푼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관심은 풀이 아이디어였다 계산의 복잡함이나 시간 제약상, . 1) 계산은 생략되 

지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푼다는 설명이 구성원 전체에게 수용되었다 더욱이 풀이 과정에. 

서 앞서 다른 학생이 보인 풀이에서의 한 변이었던 $!를 !로 착각하여 그 결과를 차용할 

때 발생한 오류 해법 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해법에 담긴 논리의 정당성 및 다( 11)

른 풀이와의 차별성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셋째 학생의 풀이에 대한 정당화에서 . , 

생략된 부분의 허용에 대한 개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의 설명이 용이. 

하게 수용되었지만 설명시 생략이 많았을 때 청자는 부분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였고 그때마, 

다 추가 설명이 가해졌다 풀이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쌍방 간의 논. 

의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1) 연구자가 부여한 조건은 아니지만 시간 관계상 이라는 이유를 언급한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앞 ‘  
에 나와서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암묵적으로 부과한 제약으로 해석된다. 

해법 1 해법 2

표 < 2 학생의 풀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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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3

해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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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3

해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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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5 해법 6

해법 7 해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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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9 해법 10

해법 11 해법 12

Table 2. Cases of the student’s solution; 학생의 풀이 사례

5 논의

교사의 전문성은 같은 문제를 여러 수준에 맞게 도전적 과제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교사는 학생에게 적합한 스케폴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는 영재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영재교사는 영재에게 적합한 도전적 과제의 제시 및 도전적일 수 있게 하는

교수·학습 상황의 조성을 요구받게 된다. 도전적 과제와 과제를 도전적으로 만드는 교수·학습

상황, 이 두 가지가 본 연구에서의 초점이다. 도전적 문제로 적용한 것은 조선시대 산학서 속의

한 문제이다. 수학사 속에 등장하는 문제는 초등 수학영재들이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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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피타고라스의 정리 ◯ ◯ ◯ ◯ ◯ ◯ ◯ ◯ ◯ ◯
외접원의 중심 ◯ ◯ ◯ ◯ ◯ ◯ ◯
현의 성질 ◯ ◯ ◯ ◯ ◯
수선의 기울기 ◯ ◯
좌표 ◯ ◯
직선의 방정식 ◯
원의 방정식 ◯
선분의 중점 ◯
원주각의 성질 ◯ ◯ ◯
공원점 ◯
닮음비 ◯
삼각형의 넓이 ◯
삼각함수합의 공식( ) ◯ ◯
삼각함수배각공식( ) ◯
삼각함수반각공식( ) ◯
삼각함수사인정리( ) ◯ ◯
비고 원문 오류 원문

표 < 3 학생 해법의 수학적 요소 > 

논의V. 

교사의 전문성은 같은 문제를 여러 수준에 맞게 도전적 과제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교사는 학생에게 적합한 스케폴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Holton et al., 2009). 

이는 영재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영재교사는 영재에게 적합한 도전적 과제의 제시 및 도

전적일 수 있게 하는 교수 학습 상황의 조성을 요구받게 된다 도전적 과제와 과제를 도전적. ‧
으로 만드는 교수 학습 상황 이 두 가지가 본 연구에서의 초점이다 도전적 문제로 적용한 , . ‧
것은 조선시대 산학서 속의 한 문제이다 수학사 속에 등장하는 문제는 초등 수학영재들이 .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풀이 경험 여부가 중요한 준거가 되는 도전성을 확보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원용삼방호구 의 경우에도 전에 . ‘  
그 문제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따라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전통 수학 맥락과 문제를 접함으로써 자긍심

을 갖추는 수학적 태도면의 이점도 있었다 더욱이 산학서 원문에 포함된 두 가지 해법은 . 

해법의 다양성까지 확보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수학사 속의 문제가 둘 이상의 접근 방식을 . 

허용한다면 도전적 문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제의 도전적 특성이 해결 주체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할 때 그 상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학생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법에 대한 고민과 구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높

은 수학적 지식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과 관련한 요인 지식 문제 해결 전략 통. - , , 

제 등 메타인지 신념 중 첫째인 지식 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 (Schoenfeld, 1992; 2013)- 

한다.

다음으로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다양한 교수학적 변인을 이용하여 문제를 더욱 도전적이, ‧
도록 하는 것 역시 교사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전략은 개별 풀이 후 . 

해법의 공유와 다른 해법의 존재를 알았을 때 이를 추구하는 과제집착력의 자극이다 장혜. 

Table 3. Mathematical elements of the students’ solutions; 학생 해법의 수학적 요소

경험 여부가 중요한 준거가 되는 도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원용삼방호구’의 경우에도 전에 그 문제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따라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전통 수학 맥락과 문제를 접함으로써 자긍심을 갖추는 수학적 태도면의 이점도 있었다. 더욱이

산학서 원문에 포함된 두 가지 해법은 해법의 다양성까지 확보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수학사

속의 문제가 둘 이상의 접근 방식을 허용한다면 도전적 문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제의 도전적 특성이 해결 주체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할 때 그 상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학생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법에 대한 고민과 구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높은

수학적 지식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과 관련한 요인-지식, 문제 해결 전략, 통제 등

메타인지, 신념 [18, 19]—중 첫째인 지식 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다양한 교수학적 변인을 이용하여 문제를 더욱 도전적이도

록 하는 것 역시 교사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전략은 개별 풀이 후 해법의

공유와 다른 해법의 존재를 알았을 때 이를 추구하는 과제집착력의 자극이다. 장혜원 [1]에서

는 학생 각자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개별 풀이를 산출하게 하는 데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탐구 외에 자신의 풀이를 발표하여 학급 구성원과 공유하게 함으로써 남과 다른 또 다른

풀이에 대한 의욕을 자극하였다. 예를 들어, 해법 7에서 좌표를 도입하여 접근하자 해법 8 역시

좌표를 도입하되 원점을 원의 중심이 아닌 정사각형의 꼭짓점으로 이용하여 다른 해결 방법을

산출하였다. 또한 앞서 수용된 사실을 공유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학 공동체와의 유사

경험도 나타났다. 해법 11의 경우, 해결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풀이는 생략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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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학생의 풀이에서 확인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른 한 전략은 연구자가 미리 계획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풀이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문제의 출처인 원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나오지 않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게 한 것이다. 연구자는 원문 해법 중 아직 찾아내지 못한 해법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초등영재들의 과제집착력은 학생들을 아직 찾지 못한 해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으로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법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영재수업이

되도록 이끈 요인은 학생 변인으로서의 수학영재 학생, 과제 변인으로서의 도전적 과제, 환경

변인으로서의 과제를 도전적이게 하는 교수·학습 상황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기

에 가능했던 결과라 할 것이다. 보통 이상의 월등한 수학적 지식을 갖지 못했더라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없었더라면,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과제가 아니었더

라면, 학생의 개별 풀이를 공유할 수 없었더라면 동일한 수업이 가능했을 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 1  -

원 에서는 학생 각자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개별 풀이를 산출하게 하는 데 그쳤지만(2008) ,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탐구 외에 자신의 풀이를 발표하여 학급 구성원과 공유하게 함으로써 

남과 다른 또 다른 풀이에 대한 의욕을 자극하였다 예를 들어 해법 에서 좌표를 도입하. , 7

여 접근하자 해법 역시 좌표를 도입하되 원점을 원의 중심이 아닌 정사각형의 꼭짓점으로 8 

이용하여 다른 해결 방법을 산출하였다 또한 앞서 수용된 사실을 공유하여 이용한다는 점. 

에서 수학 공동체와의 유사 경험도 나타났다 해법 의 경우 해결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 11 , 

구체적인 풀이는 생략하였는데 앞서 다른 학생의 풀이에서 확인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른 한 전략은 연구자가 미리 계획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풀이 방법이 , 

제시되었지만 문제의 출처인 원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나오지 않아 지속적

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게 한 것이다 연구자는 원문 해법 중 아직 찾아내지 못한 해법. 

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초등영재들의 과제집착력은 학생들을 아직 찾지 못한 해법을 , 

찾아내려는 노력으로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법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영재수업이 

되도록 이끈 요인은 학생 변인으로서의 수학영재 학생 과제 변인으로서의 도전적 과제 환, , 

경 변인으로서의 과제를 도전적이게 하는 교수 학습 상황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 ‧
루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할 것이다 보통 이상의 월등한 수학적 지식을 갖지 못했더라면. , 

호기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없었더라면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과제가 , 

아니었더라면 학생의 개별 풀이를 공유할 수 없었더라면 동일한 수업이 가능했을 지를 생, 

각해보면 될 것이다.

그림 에서 수학영재가 도전적 문제를 푸는 적합한 교[ 2]

수 학습 상황의 독려는 세 개 원이 겹치는 공통부분의 확대‧
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 개 요인 각각에 대한 확대가 요. 

구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된 지 , 15

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부족한 점이 언급되곤 한다 학생 . 

변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초 중등학생의 영재교육 대상‧
자 비율이 년 현재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2014 1.88%( , 

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현저2015) , 

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을 . 

높인다는 것은 수학 우수아들에게 영재 프로그램에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본 . 

연구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과제 변인과 환경 변인의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를 제안한다. 

도전적 과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학사 특히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우, 

리나라 전통 수학사에서의 산학 내용을 활용하는 가능성과 과제를 도전적으로 만드는 교수‧
학습 상황의 조성을 위해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아닌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남과 다른 해법을 찾고 해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업이다.

그림 영재교육의 요소[ 2] 3Figure 2. Three elements of gifted education; 영재교육의 3요소

Figure 2에서 수학영재가 도전적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상황의 독려는 세 개 원이

겹치는 공통부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 개 요인 각각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부족한 점이 언급되곤

한다. 학생 변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초·중등학생의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이 2014년 현재

1.88% [3]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수학 우수아들에게 영재 프로그램에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과제 변인과

환경 변인의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를 제안한다. 도전적 과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학사, 특히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 수학사에서의 산학 내용을 활용하는

가능성과 과제를 도전적으로 만드는 교수·학습 상황의 조성을 위해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아닌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남과 다른 해법을 찾고 해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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