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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 관점에서 초등수학 평면도형 고찰
A Study on the Plane Figure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in the 

View of Classification

김 해 규 • 이 호 수 • 최 근 배1)

ABSTRACT. In this article, we investigated plane figures introduced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in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classification, 
and also analyzed plane figures focused on the invariance of plane figures 
out of traditional classification. In the view of traditional classification, how 
to treat trapezoids was a key argument. 

In the current mathematics curriculum of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he concept of sliding, flipping, and turning are introduced as 
part of development activities of spatial sense, but it is rare to apply them 
directly to figures. For example, how are squares and rectangles different in 
terms of symmetry? One of the main purposes of geometry learning is the 
classification of figures. Thus, the activity of classifying plane figures from a 
symmetrical point of view has sufficiently educational significance from 
Klein's point of view.

서론. Ⅰ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간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공간 속에 놓  
인 다양한 물체를 분류하는 것과 그들 사이의 공간 관계에 대한 직관력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도형의 분류 및 이들의 포함관계는 정(Baroody & Coslick, 1998). 
의 또는 정리와 같은 특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특히. , 
학교수학에서의 정의는 보편적으로 구체물들이 지닌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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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며 주체의 행동에 따른 불변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흔치않다, . 
이를 테며 이등변삼각형은 일반적으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으로 정의되지, ‘ ’
만 개의 대칭성 선대칭 개와 , ‘2 ( 1 !∘회전대칭 개 을 가지는 삼각형 으로 정의하지1 ) ’
는 않는다 후자와 같이 분류의 기준을 달리하면 도형을 인식하는 새로운 개념이 . 
형성될 수 있다.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에서는 수 NCTM, 1989, 2000) , 
감각이 수와 관련된 직관적인 느낌을 의미하듯이 공간 감각 또한 공간과 관련된 , 
직관으로 학교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기하 영역에서 공
간 감각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년까지의 전 학년의 기, K-12 
하 영역에서 공간 관계를 묘사하고 변환과 대칭 공간추론의 사용을 강조하고 , , 
있다 이성미 방정숙 에서 재인용( , , 2007 ).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공간 감각은 제 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7 .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개념이나 성질을 학습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여러 학자의 선행연구 이종영 이성미( , 2005; ㆍ방정숙 김유경, 2007; ㆍ방정숙, 

정영옥2007; , 2017; Clements, 1999; Clements & Battista, 1992; Del Grande, 
를 통해서 제 차 교육과정에1990; Guitiérrez, 1996; McGee, 1979; Tartre, 1990) 7

서부터 도입된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도형 영역에서 공간 감각이 중요한 
학습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간 감각의 요인은 연구자들마다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으로 공간시, 

각화와 공간방향화로 구성된다(Clements, 1999; Bishop, 1980; Harris, 1981; 
공간시각화 는 차원 및 차원 객체McGee, 1979; Tartre, 1990). (Clements, 1999) 2 3

의 상상된 움직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간방향화 조영선. ( ㆍ정영옥, 2012; 

는 공간에서의 위치 방향 거리나 이동 경로를 인지하는 능력이Clements, 1999) , , 
다.              
한편 주어진 대상의 대칭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의 관점에 따르면 공, Clements

간시각화 능력과 매우 관련이 깊다 대칭은 역사적으로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 , 
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이자 탐구 수단이 되어왔다(하혜진, 2018 일상 ). 
언어에서의 대칭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비율과 균형감각을 의미하지만 수학에서의 , 
대칭은 더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의 대칭은 평행이동 반사. , , 
회전 또는 스케일링을 포함한 일부 변환에서 불변하는 물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다.1) 이러한 대칭 의 두 가지 의미는 때때로 구별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연관되어  ‘ ’ , 

1) https://mathvault.ca/math-glossary/#in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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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학적 대칭은 시간의 흐름 공간적 관계 기하학적 또는 다른 기능적 변환. , , 
을 통해 그리고 이론적인 모델 언어 음악을 포함한 추상적인 물체의 한 측면으,  , , 
로 관찰될 수 있다(Mainzer, 2005).
기하학적 형상이나 물체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배열된 둘 이상의 같은 조각으

로 나눌 수 있는 경우 대칭이다 이것은 개체의 개별 조각을 이동시키지만 전체 . , 
모양은 변경되지 않는 변환 이 있음을 의미한다(transformation) (Weyl, 1969; 

평면에 있는 물체의 대칭 유형은 조각이 구성된 Lockwood & Macmillan, 1978). 
방식 또는 변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 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변환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대칭 개체를 서로 거울상인 두 조각으로 나누는 물체를 통· (line symmetry): , 
과하는 선이 있는 경우
회전대칭 개체의 전체 모양을 변경하지 않고 고정된 점· (rotational symmetry): 
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경우
평행이동 또는 병진 대칭 개체의 전체 모양을 · ( ) (translational symmetry): 竝進
변경하지 않고 개체의 모든 점을 같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스케일대칭 개체가 확장되거나 축소될 때 모양이 바뀌지 않· (scale symmetry): 
는 경우 

선대칭 회전대칭 및 평행이동은 거리보존변환 의 생성원이고 또한 , (isometry) , 
학교 수학에서 합동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스케일대칭은 닮음변환을 . 
의미하며 프랙탈 과 깊이 관련된다, (fractal) . 
앞서 논의한 기하학적인 대칭의 개념을 일반화하면 수학적인 물체에 대해서 , 

어떤 조작이 물체에 적용될 때 이 조작이 물체의 어떤 속성을 보존한다면 수학, 
적인 물체는 주어진 조작에 관하여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면의 . , 
정해진 위치에 있는 정삼각형은 #$!∘회전대칭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주어. , 
진 속성을 보존하는 조작의 집합은 수학적인 구조인 군 을 형성한다(group) .
한편 수학의 모든 종류의 구조는 그 나름의 대칭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적, . , 

분학의 짝수 및 홀수 함수 추상 대수의 대칭 그룹 선형 대수, (symmetric group), 
의 대칭 행렬 갈루아 이론의 갈루아 그룹 등이 있다, (Galois group) .

은 기하학을 대칭들의 군 의 관점으로 연구 분류하였다 기하학의 Klein (group) · . 
계층은 따라서 수학적으로 이러한 군들의 계층과 그 불변성의 계층으로 표현된
다 예를 들어 길이 각도 및 면적은 유클리드군 에 관하여 보. , , (Euclidean group)
존되는 반면 결합구조 와 교차비율 만이 가장 일, (incidence structure) (cross-ratio)
반적인 사영변환 에 관하여 보존된다 아핀기하학(projective trans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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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존되는 평행성의 개념은 사영기하학에서는 의미가 없다(affine geometry) . 
기하학에서 기본적인 대칭들의 군을 추상화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관계를 군 수, 
준에서 재설정할 수 있다 아핀기하학의 군은 사영기하학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 
사영기하학에서 불변하는 개념은 아핀기하학에서 의미가 있는 선험적 개념이지
만 그 반대는 아니다 필요한 대칭을 제거하면 더 강력한 이론이 있지만 개념과 , . , 
정리 의 수는 더 적어진다(theorem) .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대칭성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물리학의 대칭성은 불변성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이론물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모든 자연의 법칙이 대칭에서 비롯된. 
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년 일본 출신 명의 물리학자가 대칭2008 3
성 깨짐과 관련된 연구업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발견한 대칭성 
깨어짐은 우주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빅뱅 직후 물질과 반물. 
질이 대칭을 이루던 것이 어느 순간 대칭이 깨지면서 물질만이 남게 돼 현재의 
우주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학교 수학에서 도형 학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도형의 분류 활동이다 주로 . 

학교수학에 도입된 도형의 분류 활동은 도형의 구성성분인 각과 선분의 특성에 
따른 분류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평면도형을 대칭 선대칭 회전. , ( , 
대칭 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활동은 도형을 분류하는 관점이기보다는 공간 )
감각 기르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형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 문제를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 

저 초등학교에 도입된 평면도형을 전통적인 분류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둘째 전, . , 
통적인 분류의 방식을 벗어나 도형의 불변성을 중심으로 한 평면도형을 분류하
는 관점을 고찰한다. 이를 테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왜 다른가 라는 질문에 , ? 
대부분의 학생은 두 도형이 다른 이유를 전통적인 분류의 방식인 정의가 바탕이 
되는 개념적 설명을 통해서 한다 두 도형이 다른 이유를 대칭성 관점에서 설명.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도형의 불변성은 공간감각과 관련되며 공 
간시각화의 관점(Kennedy & Johnson, 2004; spatial perception or spatial 
visualization 으로 공간시각화의 주요 요소인 합동변환의 기본이 되는 여러 대칭 )
중에서 선대칭과 회전대칭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현행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에서 공간 감각 기르기 활동의 목적으로 합동변환의 기본이 되는 밀기 평행이(
동 뒤집기 선대칭 돌리기 회전대칭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직접 평), ( ), ( ) , 
면도형에 적용하여 그들을 분류해보는 활동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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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이 장에서는 수학 분야 특히 기하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클리드 원, , 
론과 의 을 중심으로 평면도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 고Klein Erlangen program
찰한다 유클리드 원론은 현재 학교수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학적 정의의 본. 
질주의적 접근 즉 최근류 와 종차 로 구성되, (proximate genus) (specific difference)
는 본질적 속성을 추상화하는 방법의 원류라고 볼 수 있으며 의 , Klein Erlangen 

은 기하적인 대상의 불변량을 찾는 것과 관련된다program .

1. 유클리드 원론

가 원. 
원은 그 도형 내부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이르는 모든 직선이 같게 되는 한 

선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 
원의 지름은 중심을 지나 양 방면이 모두 원주에서 끝나고 있는 임의의 직선이
다 지름은 원을 이등분한다 반원은 지름과 그 지름에 의해서 끊기는 원주에 의. . 
하여 둘러싸인 도형이다.  
유클리드 원론의 정의에 따르면 원은 현대적 의미의 원과는 달리 원판‘ (disk or 

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circular region)’ . 

나 삼변형. 
삼변형2) 중에서 세 변이 같으면 3) 등변삼각형 두 변만이 같으면 이등변삼각형 , , 

세 변이 모두 다르면 부등변삼각형이다 또한 직각. 4)을 가지면 직각삼각형 둔각, 5)

을 가지면 둔각삼각형 세 개의 예각, 6)을 가지면 예각삼각형이다7). 

2) (Definition 19) Rectilinear figures are those which are contained by straight lines, 
trilateral figures being those contained by three, quadrilateral those contained by four, 
and multilateral those contained by more than four straight lines.

3) 유클리드 원론의 공통관념 번째에 따르면 같음은 합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Common Notions) 4 ‘ ’
있다. “Things which coincide with one another equal one another.”

4) (Definition 10) When a straight line standing on a straight line makes the adjacent 
angles equal to one another, each of the equal angles is right.

5) An obtuse angle is an angle greater than a right angle.
6) An acute angle is an angle less than a right angle.
7) (Definition 20) Of trilateral figures, an equilateral triangle is that which has its three 

sides equal, an isosceles triangle that which has two of its sides alone equal, and a 
scalene triangle that which has its three sides unequal. (Definition 21) Further, of 
trilateral figures, a right-angled triangle is that which has a right angle, an 
obtuse-angled triangle that which has an obtuse angle, and an acute-angled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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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그림 과 같이 삼각형 삼변형 의 변에 의한 분, [ II-1] ( )
류는 서로 배타적 이다 이 경우 특히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아니(exclusive) . 
다 물론 각에 의한 분류는 삼변형과 각의 분류 직각 예각 둔각 특성상 서로 . , ( , , ) 
배타적 일 수밖에 없다(exclusive) .

삼각형

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이등변삼각형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

등변삼각형

그림 변에 따른 삼각형 분류 배타적인 분류와 포함적인 분류  [ II-1] : 

다 사변형. 
사변형 중에서 등변이고 네 각이 직각이면 정사각형 네 각이 직각이(square), 

지만 등변이 아니면 등변이지만 직각이 아니면 마름모 대변Oblong, (rhombus), 
과 대각이 서로 같지만 등변도 아니고 직각도 아니면 그 외의 사변형, Rhomboid. 
은 이다Trapezia 8) 참고로 표 은 미국과 영국에서의 과 . [ II-1] Trapezium

의 개념을 서로 반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Trapezoid .

미국 영국

Trapezium 평행한 변을 가지지 않는 사변
형

한 쌍의 평행한 대변을 가지는 
사변형

Trapezoid 한 쌍의 평행한 대변을 가지는 
사변형

평행한 변을 가지지 않는 사변
형

표 과  [ II-1] Trapezium Trapezoid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분류가 배타적인 관, 
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 
고 있는 용어인 직사각형 범주를 정사각형과 으로 마름모형을 (rectangle) Oblong , 

that which has its three angles acute.
8) (Definition 22) Of quadrilateral figures, a square is that which is both equilateral and 

right-angled; an oblong that which is right-angled but not equilateral; a rhombus that 
which is equilateral but not right-angled; and a rhomboid that which has its opposite 
sides and angles equal to one another but is neither equilateral nor right-angled. And 
let quadrilaterals other than these be called trap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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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모와 Rhomboid1)로 서로 변의 길이에 따른 배타적 분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의 정의가 따로 없으며 평행성 관점에서. (parallelogram) , 
의 사다리꼴을 별도의 정의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미루어 보아 이는 변의 평행성, 
의 관점에서 분류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유클리드 원. , 
론의 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꼴 평행한 대변을 가지는 사Trapezia -
변형 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용어로 보인다- . 

2. Erlangen program

은 년 에 의해 최근 기하학적 연구에 대한 비Erlangen program 1872 Felix Klein ‘
교 고찰 로 출판된 것으로 군론 과 사영기하학’ , (group theory) (projective 

을 바탕으로 기하학을 특성화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geometry) (Klein, 
년경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했지만 그 계층과 관계를 결정할 방1872). 1872 , 

법이 없었다 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혁신적이. Klein
었다 첫째 사영기하학 은 그에 의해 고려된 다른 모든 기. , (projective geometry)
하학의 통합 프레임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유클리드기하학. , (Euclidean geometry)
은 아핀기하학 보다 더 제한적이며 차례로 아핀기하학은 사영기(affine geometry) , 
하학보다 더 제한적이다 둘째 은 대칭 의 개념을 추상화하기 위. , Klein (symmetry)
해 대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수학의 한 분야인 군 이론 이 기하학적 (group theory)
지식을 정리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 당시 이미 군 이론은 갈; 
루아 이론 의 형태로 방정식 이론에 도입되어 있었다 셋째(Galois theory) . , Klein
은 각 기하학적 언어에 대해 그에 맞는 적절한 개념들이 있다는 생각을 더욱 명
확히 했다 예를 들어 사영기하학은 원추 단면 들을 다루기에는 적. , (conic section)
합하지만 사영변환에 불변이 아닌 원이나 각도의 개념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 
다 기하학의 여러 언어가 다시 합쳐지는 방법은 대칭 군 의 부. (symmetric group)
분군 들이 서로 연관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subgroup) . 
여기에서의 논의는 유클리드기하학 내에서의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나타나는 

대칭 군과 관련된 것으로 의 아주 소박한 경우이다 예를 들, Erlangen program . 
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대칭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가, ? 
도형 % 의 평면에서의 평면대칭 은 ‘ (plane symmetry)’ % 를 % 로 전사 하고 (onto)

거리를 보존하는 평면에서 평면 자신으로의 함수를 의미하며, , % 의 모든 평면대칭
들의 집합은 대수적인 구조인 군을 이룬다.
정삼각형의 평면대칭은 회전대칭 개와 선대칭 개를 가진다 이러한 대칭 개3 3 . 6

1) 편능형 ( )偏菱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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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군 &'를 위수 인 정이면체군6 (dihedral group)이라 한다 즉. , 

&' ( )#* +#$!* +$,!* -#* -$* -' .

여기서, #* +#$!* +$,! 는 무게중심 를 중심으로 회전각이 각각 O !∘, #$!∘, $,!∘인 
회전대칭에 해당하는 조작을 나타낸 것이고,   는 선대칭에 해당하는 조작을 
의미한다. 그림 는[ II-2] 정삼각형의 대칭 군인 정이면체군  &'의 부분군들의 격자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

)#* +#$!* +$,!.

)#* -#.

)#.

)#* -$. )#* -'.

-# -$

-'

0

그림 [ II-2] &'의 부분군들의 격자 구조

정사각형의 정이면체군 (dihedral group) &,는 다음과 같다.

&, ( )#* +/!* +#0!* +$1!* 2* 3* &#* &$ .

여기서, +4는 무게중심 를 중심으로 O 4도 회전대칭 조작을 의미하고 또한 , 
2*3*&#*&$는 선대칭 해당하는 조작을 나타낸다 그림 참조([ II-3] ).

2

3

&# &$

O

그림 [ II-3] &,의 선대칭

그림 는 정이면체군 [ II-4] &,의 부분군들의 격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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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3* 2 . )#* +/!* +#0!* +$1!. )#* +#0!* &#*&$.

)#* +#0!.)#* 2. )#*3. )#* &#. )#* &$.

)#.

그림 [ II-4] &, 의 부분군들의 격자 구조

3. 군 의 심리적 발생(group)

는 인지발달에서 수학적 사고의 발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Piaget
며 학파의 수학적 구조의 전개양식의 대응물을 인지구조의 발달에, Bourbaki 
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이 군과 속 의 . ‘ (lattice)’
구조를 구체적 조작은 군성체 의 구조를 또한 전조작기는 카테고, ‘ (groupement)’ , ‘
리 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정호’ ( , pp. 233-234). 

이 변환군을 기하를 분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듯이 심리학적 관점Klein , 
에서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학생들의 사고와 관련된 변환들은 실제로 직사
각형의 대칭변환 군인 의 원소 군을 만든다 그림 참고 이는 심Klein 4 ([ II-5] ). 
리적인 관점에서도 군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군이 곧 변. , 
환 정리 참조 이고 심리적 활동이다(Cayley ) .

그림 의 원소 군 우정호[ II-5] Klein 4 ( , p. 235)
 

연구 방법III. 

평면도형의 분류 방식을 고찰하고 이를 통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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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초등학교에 도입된 평면도형을 개념 정의를 통한 전통적인 분류 관점을 , 

고찰한다. 여기서 분석된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년 개정 초등 수학 교과서와 2015
비교 대상 교과서로 미국의 초등 교과서EM (Everyday Mathematics10) 이다) . EM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은. EM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에서 개발하고 에서 발행 Mathematics Project(UCSMP) McGraw-Hill Education
한 부터 학년까지의 수학과 교육과정이자 교과서로 매년 미국에서는 약 Pre-K 6 , 

개의 학급이 사용하고 있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220,000
육적 효과가 검증되었고 또한 이미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의 많은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박상욱 박교식 김지원( , , , 2014).  
둘째 전통적인 분류의 방식을 벗어나 도형의 불변성을 중심으로 한 평면도형, 

을 분류하는 관점을 고찰 한다 여기에서는 . 우리나라의 년 개정 초등 수학 2015
교과서에 도입된 평면도형을 그림 와 그림 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 II-2] [ II-4]
한 공간감각과 관련된 새로운 학습자료 개발 또는 교과서에서의 새로운 차시 도
입의 방향성과 관련된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고찰의 목적이다.   
끝으로 예비 초등교사 명을 대상으로 사각형의 대칭성과 관련된 설문을 분, 64

석한다 이 분석의 목적은 두 번째와 관련된 것으로. , 

그림 필기시험 형태의 설문[ III-1] 

설문은 객관성을 위하여 그림 처럼 필기시험의 형태를 사용했으며 설문[ III-1] , 
의 목적은 예비 초등교사가 평면도형을 대칭성의 관점으로 보는 공간 감각이 어
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지니고 있는 수학과 관련된 . 
내용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그림 와 그림 에서와 같은 부분군[ II-2] [ II-4]

들 사이의 격자 구조는 고려하지 않았다(subgroup) . 

10) https://everydaymath.uchicag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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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전통적인 분류의 관점 및 평면도형의 대칭성 
관점에서의 분류와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다.         

결과 분석IV. 

이 장에서는 먼저 구성성분에 의한 평면도형 분류의 관점을 분석한다 그 후 , . 
대칭성의 관점으로 평면도형의 분류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대학생들의 설문 결과, 
를 분석한다.

교과서 분석1. 

가. Everyday Mathematics

원1) 
Everyday Mathematics11) 이하 초등 교과서에는 원을 현재 우리가 도입하( , EM) 

고 있는 방식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의 모임 으로 - -
도입하고 반지름과 지름은 때에 따라 선분 또는 길이를 의미하는 중의적, ( )重義的
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원의 정의에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원의 부분. 
이 아님을 설명한다 원과 그 내부를 포함하는 도형을 원판 으로 다루고 있다. (disk)
(Everyday Mathematics grade 2, p. 471). 

삼각형2) 
초등학교 교과서 변의 길이에 의한 분류는 그림 의 오른쪽과 같이 EM [ II-1]

포함적이다 이와 관련된 활동의 예 중 하나는 그림 과 같다. [ IV-1] .

그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삼각형의 분류와 관련된 활동[ IV-1] EM 

사각형3) 

11) https://everydaymath.uchicag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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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각형을 분류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그림 EM [ IV-2]
와 같다. 

사각형

평행사변형 연꼴사다리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배타적

포함적

기타

그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사각형 분류[ IV-2] EM 

먼저 평행한 대변의 쌍의 개수 관점에서 배타적으로 분류한다 즉 평행한 대, . , 
변의 쌍이 개인 것 개인 것 그리고 없는 것으로 분류한다 그 후 포함적으로 2 , 1 . ,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마름모는 연꼴. (kite)12)이 아니다. 

나 개정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 2015 

원1) 
현행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초등 수학 교과에서는 미국의 교과서와는 달리 EM 

지름이나 반지름을 선분의 의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수학 . 
교과서에서는 미국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원판 은 다루지 않는다EM (disk) .

삼각형2)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는 그림 의 활동을 참고하면 교과[ IV-3] , EM 

서와 마찬가지로 포함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평행한 변을 가지지 않는 사각형 중 특수한 사각형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같은 길이의 인접한  , ‘
변들의 쌍을 가지는 사변형으로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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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삼각형의 포함적 정의[ IV-3] 

사각형3) 
현행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림 와 같이 사각형의 분류를 포[ IV-4]

함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과서와 가장 다른 특정은 사다리꼴의 정의다. EM . EM 
교과서에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예의 사다리꼴을 배타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 
리의 경우는 포함적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연꼴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심지. . 
어 평행사변형의 아닌 예의 그림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Trapezium

등변사다리꼴13) 연꼴

그림 년 개정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의 사각형 분류 실선[ IV-4] 2015 ( )

그림 는 사각형의 포함적 분류와 관련된 우리나라 교과서 활동이다[ IV-5] .

13)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지만 사다리꼴의 예시로 초등학교 교과서 ,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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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함적 관계와 관련된 활동 교육부[ IV-5] ( , 2018)

2. 대칭성의 관점에서 평면도형 

현행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표 과 같이 평면도형의 변환과 [ IV-1]
관련된 활동은 학년 학기에 도입 소개되고 있다 또한 학년 학기 합동과 4 1 . 5 2 ‘
대칭 이라는 단원으로 선대칭 점대칭 도형과 연관된 내용이 도입되어 있다’ , . 

단원명 주요차시

학년 4
학기 1

평면도형의 이동

평면도형을 밀어볼까요·
평면도형을 뒤집어볼까요·
평면도형을 돌려볼까요·
평면도형을 뒤집고 돌려볼까요·

학년 5
학기2

합동과 대칭
도형의 합동을 알아볼까요·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표 평면도형의 변환 [ IV-1] 

가 원 . 
대칭성의 관점에서 원을 바라보면 무한히 많은 선대칭과 회전대칭을 가지는 
도형이다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 원의 대칭 군은 직교군 . O($)(orthogonal 

이다 정이면체 군은 직교군 group) . O($ 의 부분군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 . 
원을 대칭의 관점에서 ‘선대칭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인 도형 으로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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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전대칭의 특수한 경우인 , 180o 회전대칭  (점대칭 도형)으로 원을 취급하고 
있다.

나 삼각형. 
현행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초등 수학 교과에서는 삼각형을 두 가지 
분류의 관점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나는 각 에 의한 분류로 직각삼각형. ‘ ’ , 
예각삼각형 및 둔각삼각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 에 의한 분류로 정삼각형, ‘ ’ , 
이등변삼각형이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삼각형이 부등변삼각형임에도 불구하고 . 
부등변삼각형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간 감각 기르기의 목적으로 대칭성의 관점에서 삼각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도입해보자. 그림 에 표현된 [ II-2] &'의 부분군들의 격자 구조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는 그림 과 같다[ IV-6] .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

정삼각형

그림 대칭성에 따른 삼각형의 분류[ IV-6] 

여기서 위수 인 6 &'에서 개의 대칭성을 잃었음 선대칭 개 에도 여전히 3 ( 3 )
정삼각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위수 인 경우는 . 2 &'에서 개의 대칭성을 잃어 4
이등변삼각형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등변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의 대칭 . 
파괴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림 참조([ IV-7] ). 

대칭파괴 대칭파괴

  그림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의 형성 [ IV-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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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각형. 
대칭성의 관점에서 사각형들을 바라보면 정사각형이 가장 많은 대칭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개의 회전대칭과 개의 선대칭을 지니고 있다 정사각형이 . , 4 4 . 
지닌 대칭성의 파괴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각형을 좀 더 논리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에 있는 정이면체군 . [ II-4] &, 의 부분군들의 격자 구조에 따른 
사각형의 분류는 그림 과 같다[ IV-8] .

연꼴

정사각형

정사각형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등변사다리꼴

부등변사다리꼴 등

그림 대칭성의 관점에서의 사각형 분류 [ IV-8] 

학생 설문 분석3. 

가 전반적인 분석. 
정사각형의 대칭 선대칭과 회전대칭 개수를 묻는 문항에서 의 학생이 ( ) 92%
대칭의 개수는 개 선대칭 개 회전대칭 개 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8 ( 4 , 4 ) . 
정답률은 교과교육 시간에 정삼각형의 대칭성 선대칭 회전대칭 과 관련된 ( , )
내용을 학습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교육에서 사각형의 분류를 다루는 . 
차시에서 연꼴 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칭성 개수에 따른 (kite)
사각형을 찾는 문항에서 연꼴을 언급한 학생의 수 명 중 명에 불가하였다64 26 .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학교 수학에서 연꼴을 잘 취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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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는 개의 대칭성만을 가지는 . [ IV-9] ‘1
사각형 을 문항에서 회전대칭을 생각하지 못한 학생의 반응이다 실제로 연꼴은 ’ . 
개의 대칭 선대칭 개 회전대칭 개 을 가지는 사각형이다2 ( 1 , 1 ) .

 

그림 연꼴의 대칭성 관련 학생 반응 [ IV-9] 

표 는 위에서 언급한 정사각형과 연꼴을 제외한 사각형들의 대칭성 관련 [ IV-2]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평행사변형 마름모 등변사다리꼴 직사각형의 순으로 대. , , , 
칭성 관련된 정답률을 보인다.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등변사다리꼴
정답 학생 수 49 38 31 41
정답률 77% 59% 48% 64%

표 주요 사각형의 대칭성 정답률 학생 수 명[ IV-2] ( : 64 )

나 세부적인 분석. 
사각형으로 평행사변형 마름모 등변사다리꼴 직사각형의 대칭성과 관련된 , , , 
학생들의 반응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자.

평행사변형1) 
평행사변형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칭성 판정 불가인 사례를 제외한 58
명을 대상으로 틀린 응답을 보인 학생 명에 대한 대칭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27
분석은 표 과 같다[ IV-3] . 
표 에 따르면 평행사변형은 선대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의 학생 [ IV-3] , 58

중 의 학생이 선대칭이 있는 도형으로 평행사변형을 다루는 오류를 범하고 31%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전대칭인 경우도 의 학생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29% . 
선대칭에서의 오류는 주로 그림 과 같은 선대칭 개인 경우가 선[ IV-10] 2 83% (
대칭 오류 명 중 명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의 학생이 대각선 18 15 ) . 1
하나를 대칭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림 과 같이 , [ IV-11]
명의 학생이 선대칭 개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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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대칭

선
대
칭

개수 0 1 2 3 4 합계
0 9 9
1 1 1
2 1 5 9 15
3 0
4 1 1 2
합계 2 15 10 0 0

표 평행사변형의 대칭성 오류 유형[ IV-3] 

회전대칭에서의 오류는 주로 회전대칭 개인 경우가 회전대칭 오류  1 88% ( 17
명 중 명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참고 회전대칭 개수를 개로 본 15 ) ([ IV-10] ). 0 2
명은 360o 회전을 없음 즉 개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 ’ , 0 .     

                   

그림 선대칭과 회전대칭 오류[ IV-10] 

그림 선대칭 오류[ IV-11] 

마름모2) 
마름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칭성 판정 불가인 사례를 명을 제외한 7
명을 대상으로 틀린 응답을 보인 명에 대한 대칭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분석57 19

은 표 와 같다[ IV-4] . 
표 를 참고하면 선대칭의 경우 명 학생 중 의 학생이 오류를 범하[ IV-4] 57 32%

고 있으며 회전대칭의 경우는 정도의 학생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 12% 
있다 따라서 마름모의 대칭성 오류는 회전대칭보다 선대칭에서 많이 나타나고 .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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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대칭

선
대
칭

개수 0 1 2 3 4 합계
0 0
1 0
2 1 1
3 0
4 1 4 11 2 18
합계 2 5 11 0 2

표 마름모의 대칭성 오류 유형 [ IV-4] 

선대칭에서의 오류는 명 중 명을 제외한 명의 학생이 그림 과 같19 1 18 [ IV-11]
이 선대칭의 개수가 개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평행사변형4 . 
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회전대칭에서의 오류 중 의 학생이 그 개수가 개 . 55% 1
(360o 회전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전대칭의 수를 개로 인식한 학생 ) . 4
들은 마름모의 경우를 정사각형의 경우와 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등변사다리꼴3) 
명 중 대칭성 인지와 관련된 판정이 불가인 사례 명은 응답에서 64 12

등변사다리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같았다 그 이유는 학교 수학에서 잘 . 
다루지 않는 등변사다리꼴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등변사다리꼴을 언급한 명의 정도인 명의 학생이 대칭성과 관련된 52 20% 11
오류를 범하고 있다 표 는 오류를 가진 명의 오류 유형을 보여준다. [ IV-5] 11 . 
회전대칭 개수를 개로 본 명은 0 5 360o 회전을 없음 즉 개로 간주한 것으로  ‘ ’ , 0
보인다.

회전대칭

선
대
칭

개수 0 1 2 3 4 합계
0 3 3
1 4 1 5
2 1 2 3
3 0
4 0
합계 5 5 1 0 0

표 등변사다리꼴의 대칭성 오류 유형[ I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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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등변사다리꼴의 대칭성을 개로 인식한 경우로 회전대칭을 고[ IV-12] 1
려하지 않은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회전대칭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IV-12] 

직사각형4) 
명 중 무응답과 판정 불능 명을 제외한 명 중 정도인 명이 대칭성64 4 60 18% 11

과 관련된 오류를 보였다 직사각형의 대칭성 오류 유형은 표 과 같다. [ IV-6] .

회전대칭

선
대
칭

개수 0 1 2 3 4 합계
0 0
1 0
2 2 2
3 0
4 1 8 9
합계 0 3 8 0 0

표 직사각형의 대칭성 오류 유형[ IV-6]        

오류를 범한 명 중 선대칭 오류는 명으로 정도로 학생 대부분이 선대11 9 82% , 
칭이 개라는 오류를 갖고 있다 반면 오류를 범한 명 중 회전대칭 오류는 4 . , 11 3
명으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 모두 회전대칭이 인 오류를 갖고 있27% , 3 1
다. 

  
결론 및 논의V. 

유클리드 원론에서의 삼각형과 사각형의 분류는 배타적 관점을 취하는 관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두 교과서 우리나라 교과서와 교과서 모두 배타적. ( EM ) 
인 관점과 포함적인 관점에 따른 평면도형 분류가 적절히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
다. 
원은 두 교과서 모두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우리와는 , EM 

달리 원판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로 유클리드 원론에서의 원은 원판을 의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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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원의 구성 요소인 반 지름을 우리의 경우는 선분의 관. ( )
점으로만 설명하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이를 중의적 선분 또는 그 길이 으로 , EM ( )
사용한다. 
삼각형은 각에 의한 분류 변에 의한 분류인 두 가지 관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 

변의 길이에 의한 분류는 포함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다 즉 유클리드 원론과는 . , 
달리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사각형인 경우도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포함적인 분류

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교과서인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평행한 쌍의 . , EM 
개수에 따른 배타적인 분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결국 사다리꼴의 개념을 어. , 
떻게 취급하느냐가 두 교과서의 차이다. 
이와 같은 평면도형의 구성성분에 의한 분류는 정의 개념 가 중심이 되는 관계( )

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간 감각을 기르는 활동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 
다 공간 감각 기르기 활동에 따른 평면도형 바라보기는 단편적으로 현행 초등 . 
수학 교과서에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간 감각을 기르기 활동에는 부족한 측, 
면이 있다 실제로 이전 교육과정보다 그 활동이 적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된 . , .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간 감각 기르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대칭성 관점에서의 평면도형의 분류 활동 차시를 교과서에 도입하는 것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대칭성 관점에서의 평면도형 분류와 관련된 예비 초등교사 명을 대상으로 64

설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행사변형 마름모 등변사. , , , 
다리꼴 직사각형의 순으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 평행사변형인 경우는 선, . , 
대칭이 있는 도형으로 도 회전대칭이 있는 도형으로 취급하는 오류가 많이 , 180
나타났다 셋째 마름모인 경우는 선대칭을 개로 보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넷. , 4 . 
째 등변사다리꼴인 경우는 선대칭이 개 개로 보는 오류가 나타났고 회전대칭, 0 , 2 , 
이 개로 취급하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직사각형인 경0 . , 
우는 오류 중 선대칭을 개로 보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4 . 
이와 같은 사각형에서 오류의 원인은 논증 기하 중심의 기하 교육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기하 교육은 기하를 공간의 과학. , (the science of 
으로 보는 관점과 논리적 구조로서 보는 관점이 있다space) (Hershkowitz, 1990). 

학교 수학에서 기하 교육은 도형을 논리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좌표계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 기하학적 접근은 도형의 성질을 대수적인 관
점으로 변환하여 대수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이 경우 도형의 움직임과 관련된 성. 
질들이 사상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공간 감각을 중( ) . , 捨象
시하는 초등교육에서는 도형의 변환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도입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예비 초등학교 교사는 변환 기하와 관련된 내용학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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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을 길러야 한다(content knowledge) . 
한편 합동변환과 관련된 유클리드 군은 사실 평행변환과 함께 직교 회전 및 , (

선대칭 군의 반직접 곱 이다 따라서 수학의 역사적 변화) (semidirected product) . 
증명 기하에서 변환 기하 의 흐름을 중시한다는 견해에서 합동변환의 생성원인 ‘ ’ , 
밀기 뒤집기 돌리기가 보다 이른 시기에 경험하는 것도 교육의 입장에서 고려, , 
할만하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 학생들의 사고

와 관련된 변환들은 실제로 직사각형의 대칭변환 군인 의 원소 군을 만든Klein 4 
다 이는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군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군. . , 
이 곧 변환이고 심리적 활동이다 우정호( , 2006).
플라톤적인 본질주의적 개념 설명에서 벗어나14)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설명방식  

또한 수학 학습에 있어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의 우주가 , 
대칭의 파괴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관점을 초등 수학교육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다소 구체성이 없지만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될 수 있다 이와 , . 
같은 대칭 파괴의 관점에서 직사각형의 탄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을 만
들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게 할 수 있다. 

태초에 가장 완벽한 대칭성을 지닌 원이 대칭성을 잃고 정사각형이 되었다“
가 정사각형 또한 대칭성을 잃고 직사각형이 되었다.”

14) 기하학적 대상들을 대칭성의 정도에 의해 분류하는 것은 기하학적 형태들을 그 본질에 입각해 분 
류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의 큰 일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분류 방식은 공통, 
된 성질을 추상화하여 대상이 지닌 정적인 속성을 다루는데 비해 군대칭군들은 이 형태들을 그 , ( )
정적인 성질들에 입각해 분류하기보다는 이 형태들이 어떻게 활동적인 변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의 여부에 입각해서 도형을 분류한다 다시 말해 형태들은 그것들에게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어. , 
떻게 응답하는가에 입각해서 분류된다(DeLand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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