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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추  사고의 유용성은 많은 수학자들과 수

학교육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왔다 (English, 2004; 

Polya, 1954, 1962, 1973). 를 들어, Rota는 수

학자들이 마치 모래 의 발자국을 지우듯이 

유추  사고의 연쇄를 체계 으로 지워나가면

서 수학  발견을 이루어낸다고 보았다 (Kac et 

al., 1986: ⅸ에서 재인용). Corfield(2003)는 유추

가 단지 수학을 발견하는 과정에 사용될 뿐 아

니라 발견한 수학  내용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추에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유추  사

고의 메카니즘, 유추  사고의 선결 요건, 그리

고 유추  사고의 교육 방법 등을 다루었다

(Piaget, 1952; Inhelder & Piaget, 1964; Sternberg, 

1977; Gentner, 1989; Goswami, 1989 등). Polya 

(1954, 1962), Alexander et al. (1997), 그리고 

English(2004) 등은 수학교육에서 유추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그러나 수학

 발견 경험을 시하는 재교육에서는 아직 

유추  사고의 의미와 역할에 한 실증 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수학 재교육을 한 자료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다양한 시도에 한 결

과가 어떤 것인가는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연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상헌, 장혜원, 정 옥, 

2006; Lee et al., 2007; Na et al., 2007 등). 이들 

연구에서는 재아들에게 도 인 문제를 제

유추  사고는 수학  발견의 주요 도구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재아들을 

상으로 한 교육 자료에서 유추  사고를 활용한 는 재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아들을 상으로 한 수업에서 유추  사고를 극 으로 강조하

을 때,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유추  사고가 이들의 수학  발견

을 어떤 방식으로 돕는지 알아보았다. 고 인 유추 문제는 유사한 두 상과 각

각의 상에 해 성립하는 성질을 비례식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네 항목  주

어진 세 항목을 토 로 한 항목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변형하

여, 세 가지 형태의 유추 과제를 제시하 으며, 각각의 유형에 한 학생들의 반응

을 분석하 다. 학생들은 비교  유연하고 유창하게 유추  사고를 사용하 으며, 

유추  사고 능력에 따라 수학  발견에 차이를 보 다. 유추  사고는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으로 변형하게 하는 역할을 하 으며,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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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수학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확

인하고, 특징을 도출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

이 요함을 주장하 다. 일반 으로 재교육

에서 강조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기회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상  지식을 학습할 기회

(Johnson & Sher, 1997); 둘째, 도 인 수학 

문제에 할 기회(Johnson, 1993); 창의  사고

를 발 시키는 기회(Sheffield, 1999). 유추  사

고는 패턴을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역으로 이미 알고 있던 지식

을 확장하여 보다 발 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세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합한 사고 

유형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유추  사

고를 통해 학생들이 이 세 가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는지, 유추  사고를 활용하여 

어떤 수학  발견을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를 통해 재교육에서 유추  사고를 활용하는 

방안에 한 시사 을 도출할 것이다.

Ⅱ. 유추  사고의 의미와 역할

수학  사고의 의미와 그 기 에 한 합의

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학  사고 능력의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가 유추라는 것에

는 부분 동의한다(Dreyfus & Eisenberg, 1996). 

를 들어, 기존의 수 체계에서 인정된 성질이 

유지되도록 수  구조를 확장하는 형식불역

의 원리도 계구조의 이인 유추를 바탕으로 

한다(이승우 & 우정호, 2002: 525). 

Peirce는 유추를 특수한 것(개별자)에서 특수

한 것(개별자)으로의 추론으로 설명하고 있으

며, 귀납과 가설 는 연역과 귀납 는 연역

과 가설에 의해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Hoopes, 2008: 118). 일반성을 주장하는 명제를 

증명할 때, 특정한 상이 일반  상을 표

하고, 특정한 성질이 일반화가능하다는 것을 

제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것에서 특수한 것

으로 나아가는 유추는 수학  사고, 특히 수학

 논증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Piaget(1952)는 스키마의 자발 인 작용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 유추라고 보았다. 유추에 의

해 새로운 스키마 구성이 발되며, 스키마를 

조 (assimilation)에 의해 변형하는 주된 도구가 

곧 유추이다. Inhelder and Piaget(1964)에 의하

면, 유추  사고 는 유추  추론을 하는 데

에는 두 가지 수 의 계가 사용된다. 차  

계는 서로 매우 가까운 는 하게 연결

되는, 상 으로 간단한 개념을 의미한다. 고

차  계는 상 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는 

고립된 개념을 의미한다(English, 2004에서 재인

용). 

Polya(1954)는 유추가 일종의 유사성이라고 

보고, 유추와 단순한 유사성 사이의 차이를 사

고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찾았다.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상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명확한 개념을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

고 있으면 유추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1) 그에 

따르면,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성을 입

증하게 되면 유추를 완성하게 된다. 유추가 완

성되면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게 되며, 수학  

발견도 가능해진다.

Erdiniev와 한인기(2005)에 의하면, 유추  사

고는 두 상이 어떤 공통의 속성을 가질 때, 

이  한 상에 해서만 속성 x를 가지고 있

음이 확인되면, 나머지 상 한 속성 x를 가

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 한다. 그러므로 유추

1) 片桐重南(1988)은 유추와 유추  생각을 구분하고, 유추  생각에 유추를 의도 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 그러나 이 에서는 Piaget나 Polya가 이미 의도 인 사고의 경향으로 유추를 

설명하 기 때문에 굳이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맥락에 따라 혼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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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확률 인 추리에 해당하며, 유추에 

의해 얻은 결론의 진 는 결론에 한 추가

인 탐구에 의해 밝 질 수 있다. 이러한  때

문에 유추는 탐구를 유발하는 것일 뿐, 증명으

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유추  사고의 의미는 일반 인 수학  추론

의 의미와 련지어 설명된다. 수학  추론은 

본질 으로 수학 인 일반화를 발 시키고, 정

당화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화는 

특수한 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귀납 추론이 

필수 이고, 귀납 추론은 탐구하고, 표 하고, 

추측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은 기본 으로 여러 상과 그 상에 부여

한 생각들 사이의 개념 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념 인 연결은 서로 달

라 보이는 두 상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설명하기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진다. 그러므로 유추  사고는 수학  추론

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English, 2004). 

지 까지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표 

Ⅱ-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유추  

사고의 의미와 역할에 한 각 학자의 설명 사

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서 찰되는 여러 상의 분석틀로

도 활용할 수 있다. 를 들어, 귀납과 가설에 

의해 개별자와 개별자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을 유추  사고의 의미로 본 Peirce의 에 

기 하여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할 수 있

다. , 유사성을 발견하기 한 의도를 분명하

게 하여 특정한 개념과 성질에 주목하는 상

을 Polya의 설명에 기 하여 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English의 설명에 기 하여 두 상의 

개념  연결이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지

는가 등을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도 유추  사

고과정을 이해하는 요한 이 될 수 있다. 

주요 

개념

학자

유추  사고

의미 역할

Peirce
개별자 사이의 

연결
수학  논증의 시작

Piaget
개념  계에 

의한 연결

스키마 활용과 

재구성

Polya
의도 인 

유사성 발견

문제해결과 수학  

발견 

Erdiniev와 

한인기

공통의 속성 

확인
수학  탐구 유발

English
두 상의 

개념  연결

수학  추론의 

핵심 인 동인

<표 Ⅱ-1> 유추  사고의 의미와 역할에 한 다양한 

Ⅲ. 유추  사고의 발달과 

과제 개발

유추  사고의 발달에 해서는 Piaget, 

Sternberg, Gentner, Goswami의 연구가 주고 거

론된다.

Piaget는 구체  조작기에 상 사이의 계

(일차  계)를, 형식  조작기에 상에 한 

계 사이의 계(이차  계)를 추론할 수 있

다고 보았다(Inhelder and Piaget, 1964). Sternberg 

(1981)는 부호화, 추리, 사상, 용, 비교, 정당

화, 반응이라는 7개의 요소를 히 수행함으

로써 유추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Alexander et al, 1997). Gentner(1989)는 기  

역에서 표  역으로 기  상 사이의 계 

체계를 표  상 사이의 계 체계로 달하

는 지식의 사상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고 설

명하 다. 이 때 상의 속성보다는 상 사이

의 계가 기 에서 표 으로 사상되며 체계성

도 사상되어 특정한 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승우 & 우정호, 2002에서 재인용). Goswami 

(1989)는 련 지식을 획득하여 특정 개념에 

한 고차 인 계를 악함으로써 유추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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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보았다. 

의 선행연구에 기 하여 유추  사고의 교

육을 해 필요한 조건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상 사이의 계와 상에 한 

계 사이의 계를 구분하여 학습 활동에 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호화, 추리, 사상, 

용, 비교, 정당화, 반응의 7개 요소가 하게 

학습 활동에 반 되도록 한다; 상 자체의 속

성보다는 상 사이의 계에 주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지식 체계가 갖추어진 가

운데 유추  사고를 시도하도록 학습 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로 

재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이 연구결과를 토 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로

부터 재아들에게 유추  사고력을 함양하도

록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에 

유의해야하는지에 한 구체 인 시사 을 얻

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 인 목표이다.

수학의 내용 역과 수학  활동 요소(우정

호, 1998)를 고려할 때, 유추  사고를 한 과

제를 다양한 에서 구성할 수 있다. 를 

들어, 첫째, 3+5=8을 이용하여 13+5=18을 이해

하도록 하는 것처럼 연산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는 과제가 있다. 둘째, 원의 정의와 유사하게 

구를 정의하는 것처럼 용어나 개념을 유추에 

의해 확장하게 하는 과제를 구성할 수도 있다. 

셋째, 유사한 성질을 악하여 유사한 정리를 

발견하게 하는 과제도 가능하다. 넷째,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방법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해결하거나, 정리를 이미 경험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증명하게 할 수 있다. 

고 인 유추 문제는 ‘A:B::C:D’의 형태에서 

A, B, C를 제시하고 D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

이다. Polya(1954)는 ‘삼각형: 사각형:: 사면체: 

?’와 같이 고  유추 문제에 의한 수학  발

견 상황을 제시하 다. 이 경우에 삼각형을 한 

선분의 모든 과 그 선분 에 있지 않은 한 

과 연결하여 만들어진 도형으로 보면, 직육

면체를 D로 악할 수 있다. 만약 A와 B를 평

면 도형  변의 개수가 최소인 도형, 변의 개

수가 하나 더 많은 도형으로 보면, D는 면의 

개수가 하나 더 많은 사각뿔로 악할 수도 있

다. Polya는 이와 같이 같은 상을 살펴보더라

도 어떤 유사성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른 유

추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학의 내용 역과 수학  활동 요소(우정

호, 1998), 고  유추 과제의 형태(Polya, 1954)

를 고려하여, 유추 과제의 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 <표 Ⅲ-1>와 같이 의도 으로 주목

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리고 제

시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속 인 교수실험과 연구를 통해 유추

 사고를 한 과제 유형은 변화될 수 있다.

A B C D 과제

연산 〇

A:?::?:?

〇 A:B::?:?

〇 A:?::C:?

〇 〇 A:B::C:?

개념 〇

A:?::?:?

〇 A:B::?:?

〇 A:?::C:?

〇 〇 A:B::C:?

성질 〇

A:?::?:?

〇 A:B::?:?

〇 A:?::C:?

〇 〇 A:B::C:?

해결

과정
〇

A:?::?:?

〇 A:B::?:?

〇 A:?::C:?

〇 〇 A:B::C:?

증명 〇

A:?::?:?

〇 A:B::?:?

〇 A:?::C:?

〇 〇 A:B::C:?

<표 Ⅲ-1> 유추  사고를 한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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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상과 과제

이 연구는 두 학의 부설 재교육원에 재

학 인 학교 1학년 학생들 31명(각각 15명

과 16명), 학교 2학년 학생들 26명(각각 12명

과 14명)을 상으로 하 다. 학교 1학년 학

생들은 이미 학교 2학년 내용을 모두 학습한 

상태 으며, 그러므로 명제, 증명, 가정, 결론 

등의 용어를 이해하고 히 사용할 수 있었

다. 학교 2학년 학생들도  3 과정을 포함

하여 상당 범 의 선행학습을 마친 상태 다. 

Goswami(1989)가 설명한 유추  사고의 선결 

요건인 련 지식을 모든 학생들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음 <표 Ⅲ-1>와 같이 5개의 

과제를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하 다. Polya 

(1954), Inhelder & Piaget(1964)의 제안에 따라 

피상 이거나 낮은 수 의 유추보다는 계

이고 구조 인 유추를 유도하기 해, 개념, 

성질, 증명을 유추의 주된 상으로 설정하

다.2)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 으며, 교사의 

재를 최소화하 다. 한 과제가 해결될 때마

다, 각각의 과제를 해결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

하고, 비평할 기회를 허용하 다. 학생들 사이

에서 어떤 유추  사고가 더 유용해 보인다는 

단이 제기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

다. , 유추  사고의 7개 요소인 부호화, 추

리, 사상, 용, 비교, 정당화, 반응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기회를 제

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 

과제 내용 유형

과제 1

삼각형과 유사한 도형을 3

개 제시하고, 그 이유를 각

각 제시하시오.

개념, 

성질

A:?::?:?

과제 2

평행사변형과 유사한 도형

을 3개 제시하고, 그 이유를 

각각 제시하시오.

개념, 

성질

A:?::?:?

과제 3

삼각형과 사면체가 유사하

다고 할 때, 그 이유로 가능

한 것을 3가지 제시하시오.

개념, 

성질

A:?::C:?

과제 4

모든 삼각형에 외심이 존재

한다는 명제는 참인가? 자신

의 주장에 한 이유를 제시

하시오. 사면체에 해 이와 

유사한 성질을 구성하고, 유

사한 이유를 제시하시오.

성질, 

증명

A:B::C:?

<표 Ⅳ-1> 유추 과제의 내용과 유형

Ⅴ. 개념과 성질 유추

1. 삼각형과 유사한 도형 

삼각형과 유사한 도형을 찾는 첫 번째 과

제는 하나의 상을 제시하고, 그 상의 속

성이나 성질을 악하여 연결한 후, 다른 

상으로 확장하여 유추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유사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

면서 탐구하여 다양한 답을 제시하 다. 가장 

많은 학생들(57명  41명)이 우선 주목한 도

형은 삼각기둥, 삼각뿔, 사면체 다. 그러나 

이들 도형에 주목한 이유로 처음에 제시한 것

은 단지 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거나 하는 피

상 인 것이었다.

2) 이 연구에서는 <표 Ⅲ-1>에 제시한 여러 형태의 과제  세 형태만 용하 다. 고  유추 과제를 변형

한 형태  “A:B::?:?"는 “A:?::C:?"와 마찬가지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요구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

외하 다. 후속연구를 통해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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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은 재아들이 제시한 도형은 임

의의 다각형이었다. 1학년 재아들 31명  12

명이 다각형이라고 응답하 다. 2학년 재아들 

26명  9명도 다각형이라고 하 다. 그 이유 

역시 다양하 다. 첫째, 재아들은 꼭지 , 선, 

면 등 삼각형의 요소에 한 이해에 기 하여 

설명하 다. 를 들어, 삼각형과 다각형은 꼭

지 , 선, 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는 꼭지

과 선의 개수가 같기 때문 는 모두 선으로 

둘러싸 기 때문 등의 이유를 제시하 다. 둘

째, 재아들은 삼각형의 성질에 기 하여 그 

유사성을 설명하 다. 를 들어, 삼각형과 다

각형은 공통 으로 외각의 합이 360이〫기 때

문에 는 v-e+f=1이 성립하기 때문에 한붓그리

기가 가능하므로 유사하다고 하 다. 셋째, 삼

각형의 개념이나 성질보다는 단지 삼각형이 포

함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설명한 경우도 있었

다. 를 들어,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는 삼각형으로 다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도형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림 Ⅴ-1] 다각형과 직사각형이 삼각형과 유사한 이유 

[그림 Ⅴ-1]과 같이 직사각형을 비롯한 사각

형이 삼각형과 유사하다고 본 학생들도 많았다. 

그 이유 역시 다각형과 유사하 다. 첫째, 삼각

형의 요소에 주목하여 사각형을 다시 설명한 

경우가 있다. 를 들어, 사각형은 삼각형과 마

찬가지로 , 선, 면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이 하

나라는 것을 유사성의 근거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둘째, 삼각형의 성질에 주목하여 설명

하 다. 를 들어, 외각의 합이 360이〫므로 

삼각형과 사각형은 유사하다고 본 경우가 있었

다. 평면도형에 해당하기 때문 는 한붓그리기

가 가능하다는 이유도 역시 제시되었다. 셋째, 

삼각형의 존재성에 기 하여 설명한 경우도 있

었다. 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

문 는 삼각형을 이용하여 사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면체에 주목한 학생들도 많았다. 삼각형의 

요소에 주목하거나,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이유

가 역시 많이 제시되었다. 다각형  각선이 

존재하지 않는 도형이 삼각형이며, 다면체  

각선이 존재하지 않는 도형이 사면체라고 설

명한 학생들도 1학년 5명, 2학년 4명이 있었다. 

[그림 Ⅴ-2] 사면체가 삼각형과 유사한 이유

이외에 [그림 Ⅴ-3]과 같이 삼각형의 합동조건

을 이용하여 부채꼴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그림 Ⅴ-4]와 같이 삼각형을 이용하여 

만든 도형은 모두 유사하다고 본 경우도 있었다.

[그림 Ⅴ-3] 부채꼴이 삼각형과 유사한 이유

[그림 Ⅴ-4] 회 시킨 도형이 삼각형과 유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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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과 유사한 도형을 찾는 과제에 해서

는 삼각형의 요소를 이용한 개념  명확화, 삼

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계성 악을 시도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삼각형과 유사한 도형

을 3개 찾으라고 해서인지 피상 인 속성을 이

용하여 해결한 경우도 많았다. 를 들어, 단지 

삼각형을 이용하여 만든 도형은 모두 삼각형과 

유사하다고 보거나, 입체도형을 에서 는 

에서 보면 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다(1학년 11명, 2학년 8명).  

2. 평행사변형과 유사한 도형 

역시 ‘A:?::?:?’ 형태인 두 번째 과제에 해

서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 다. 삼각형의 

피상 인 속성에 기 한 학생들은 평행사변형

과 유사한 도형을 찾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

려움을 호소하 다. 

[그림 Ⅴ-5] 평행이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유사한 

도형을 찾은 사례

[그림 Ⅴ-5]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개념, 곧 두 

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피상 으로

만 해석하여 유사한 도형을 찾았고, 왜 유사한 

도형을 찾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

었다.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보 다. 체 으로는 피상 인 

속성에 주목하여 유사한 도형을 찾는 학생들이 

하게 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유사한 도

형들 에서도 수학 인 의미를 갖는 것과 그

지 못한 것, 계속 인 탐구를 유발하는 것과 그

지 못한 것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

형이 무 지 분하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데?”, “별로 새롭지가 않다.” 등의 평가를 내리면

서 탐구하는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

<과제 1>에 해 삼각형의 성질에 주목하여 

해결한 부분의 학생들은 유사한 방식을 고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변의 길이

가 서로 같다 는 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유사한 도

형을 찾았다. [그림 Ⅴ-6]과 같이 평행사변형에

서 두 의 변이 평행한 것을, 입체도형에서

는 두 의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다고 해석하

여 유사한 도형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Ⅴ-6]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유사한 

도형을 찾은 사례

3. 삼각형과 사면체 사이의 유사성

<과제 3>은 삼각형과 사면체가 유사하다고 

할 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과제 1>과 <과제 2>가 ‘A:?::?:?’ 유

형의 유추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이 과제는 

‘A:?::C:?’ 유형의 유추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지 삼각형이 보이는가 는 삼각형을 이용하

여 만든 도형인가 여부에 따라 유사성을 설명

하던 학생들도 두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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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유형

백분율(%)

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A:B::C:B

42.1

각 변의 을 연결하거나 일정하

게 변의 길이를 확장하면 삼각형의 

경우 다시 삼각형이 사면체의 경우 

다시 사면체가 만들어진다(자기 자

신과 닮은 도형이 만들어진다).

A:B::C:D

24.6

평행한 변이 존재하지 않는다.
A:B::C:B

19.3

각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

소한의 도형이다.

A:B::C:D

12.3

삼각형(원)은 원(삼각형)에 내 하

고, 사면체(구)는 구(사면체)에 내

한다.

A:B::C:D

10.5

<표 Ⅴ-1> 삼각형과 사면체의 유사성에 한 설명

(복수 응답)

<표 Ⅴ-1>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 31명과 

2학년 26명의 학생들  42.1%의 재아가 

각선의 존재 여부에 주목하 다.3) 이는 앞서 

평행사변형과 유사한 도형을 찾아본 경험 때문

으로 추측된다. 각 변의 을 연결하거나 일

정한 비율로 각 변의 길이를 연장하면 자기 자

신과 닮은 도형이 나온다는 것에도 많은 학생

들이 주목하 다. 직 으로 시어핀스키 삼각

형 는 랙탈 도형이라는 용어를 언 한 경

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그림 Ⅴ-7} 참조), 학생

들이 이에 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유추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7] 닮은 도형 구성 가능성을 유사성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

<표 Ⅴ-1>에 제시하지 않은 설명 에는 

각선이나 평행한 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

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질로 유사성을 입증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생들이 “A:B::C:B”의 구

조로 유추를 완성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뜻한

다. 이 성향은 기 가 되는 개념과 성질 사이

의 계를 목표가 되는 개념과 성질 사이의 

계로 이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 다. 

일부 학생들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한 

성질을 사면체에 한 성질로 확장하려고 시도

하 다. 마찬가지로 수심, 무게 심의 확장도 시

도하 다. 이들은 원과 구가 공유하는 성질이 비

슷하므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증명 방

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림 Ⅴ-8]과 

같이 삼각형은 한 변과 그 에 있지 않은 한 

을 이용하여 만들고, 사면체는 한 면과 그 

에 있지 않은 한 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어서 

유사하다고 증명한 학생들도(3명) 있었다.

[그림 Ⅴ-8] 도형 구성 방법을 유사성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

4. 삼각형의 외심에 한 유추  

<과제 4>에서는 삼각형의 외심이 항상 존재

하는지 설명하고, 사면체에 해 유추하도록 

하 다. 이는 “삼각형: 외심:: 사면체: ?” 형태의 

유추  사고를 요구하여 개념 확장과 성질 확

3)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응답 수 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 학생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하 는지 <표 4>에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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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동시에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삼각형의 외심이 항상 존재하는가에 한 증

명은 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미 학교에

서 배운 내용이고,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부

분이 선행학습을 완료하여 역시 모두 배운 내

용이었다. 

그러나 57명의 학생들  5명만이 학교수학

에서 다룬 증명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부분

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 다. 이는 이 

연구의 주된 내용과 무 한 것이었지만 연구자

를 당황하게 한 매우 인상 인 장면이었다. 

재아들에게조차 증명은 발견을 한 도구나 사

고양식으로 다루어지기보다 기억해야 할 내용

이지만 실제로는 주목받지 않는 내용이라 간과

되는 부분이었다.

부분의 학생들(46명/57명)이 택한 설명은 

“세 에 의해 하나의 원이 결정된다.”는 것이

었다. [그림 Ⅴ-9]와 같이 학교 3학년에서 다

루는 원주각의 성질 는 [그림 Ⅴ-10]과 같이 

그 이후 학년의 내용을 이용하여 증명한 경우

도 있었다. 

[그림 Ⅴ-9] 원주각을 이용하여 외심의 

존재성을 증명한 사례

[그림 Ⅴ-10]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외심의 

존재성에 한 증명을 시도한 사례

삼각형과 외심 사이의 계를 사면체에 해 

확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음 두 가지 

근방법을 택하 다: 첫째, 삼각형의 세 변의 수

직이등분선의 교 이라는 정의와 동일하게 사

면체의 외심을 정의하고([그림 Ⅴ-11] 참조) 그 

존재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하 다; 둘째, 삼각형

의 외심에서 각 꼭지 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는 성질을 만족하는 을 사면체의 외심으로 

정의하여 찾으려고 시도하 다. 첫 번째 방법

을 택한 학생들은(7명) 사면체의 모서리에서 수

직이등분선을 그린 후 한 에서 만나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혼란에 빠졌

다. 두 번째 방법에 따라 진행한 학생들  일

부는(11명) 사면체의 각 면에 있는 삼각형의 외

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그것이 한 에서 

만나는지 생각하 다([그림 Ⅴ-12] 참조]. 나머

지 학생들은 평면 에서 세 이 주어지면 원

을 그릴 수 있듯이, 공간에서 네 이 주어지



- 54 -

면 구를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므로 

사면체의 네 꼭지 을 지나는 구가 존재한다고 

증명하 다([그림 Ⅴ-13] 참조).  

[그림 Ⅴ-11] 삼각형의 외심과 동일한 정의를 

이용하여 증명을 시도한 사례

[그림 Ⅴ-12] 각 면의 외심을 이용하여 증명을 

시도한 사례

[그림 Ⅴ-13] 구를 그릴 수 있는 조건에 

비추어 증명을 시도한 사례

Ⅵ. 논의: 유추  사고의 역할

이 연구에 참여한 재아들은 공통 으로 기

하 문제해결에 자신이 없다고 하 다. 그 이유

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 다. 첫째, 

아이디어를 바로 생각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해

결할 수 없고; 둘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셋째, 답을 찾더라도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Koichu & 

Berman(2005)의 연구에서 지 한 바와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의 재아들도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시 회 등을 비하는 동

안 키워진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재아들은 

일정한 형태의 문제가 주로 경시 회용으로 출

제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집 으로 연

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이 추측을 

뒷받침하 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기하 문제의 

외양을 띠고 문제 형식도 생소한 것이어서 당

황스러웠으며, 주어진 것에 비해 새로이 창조

해야 하는 것이 무 많아 부담스러웠다고 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피상 인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 무의

미함을 악하고, 차 개념과 성질을 이용하

여 유추  사고를 발 시키는 모습이었다. 이

는 Inhelder와 Piaget(1964), Alexander et al. 

(1997), 그리고 English(200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추  사고에 응하여 그 수 을 높이

는 일련의 과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유용한 

수학  발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

한다. 재아들도 유추  사고에 응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각 과제의 유형에 따

라 다른 방식으로 유추  사고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논 을 도출

하여 후속 연구과제를 악하고자 한다.

유추  사고의 역할에 한 수학자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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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들의 심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시발 으로 하여 재교

육을 한 다양한 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되돌아보고 재조직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지식

으로 재조직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 인 방

안을 마련하기 해 유추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 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 ‘A:?::?:?’ 형태의 유추 과제

유추에 한 기존 연구에서 통 으로 

‘A:B::C:?’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활용하 으나

(Alexander et al. 1997; English, 2004), 수학자들

이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때에는 이와 같이 명

확하게 구조가 정립된 형태 이 에 새로운 

상으로 주의를 옮기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어 ‘A:?::?:?’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 다. 

수학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반에는 

상당수 학생들이 삼각형의 개념과 성질을 도외

시하고 피상 인 속성에 주목하여 유추를 완성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재아들이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여 문제

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에만 익숙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학생들

은 삼각형의 요소와 성질, 특징 등을 분석하여 

유용한 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 로 여러 도

형을 유추에 의해 재분류하 다. 

일부 학생들이 삼각형과 유사한 도형으로 사

면체를 제시하면서, “ 각선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은 매우 발 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형에 해 다룰 때 각선 개

념과 연결시키는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개념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존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모서리와 꼭지 의 수가 같다

는 성질을 이용하여 유추를 완성한 경우도 수

학 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성질은 평면도형에 한 오일러의 정리로 확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모든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해하여 꼭지 과 

모서리, 면 사이의 계를 알아보고 오일러 정

리를 이용하여 유추를 완성하 다.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A:?::?:?’ 형태의 유

추 과제는 학생들에게 기 가 되는 상을 충

분하게 분석하고 조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Dubinsky et al.(2005)이 제시한 

상화 단계를 경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삼

각형 는 평행사변형 개념은 상 으로 단순

하고 고립되어 있어서 상화하기 어렵다. 그

러나 유추를 완성하기 해 각 도형의 성질들

의 집합을 다른 도형의 성질들의 집합과 비교

하여 논리 으로 정돈하면서 상화 경험을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형태의 유

추  사고를 경험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Peirce는 유추  사고를 개별자와 개별자 사

이의 연결로 설명하고,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은 귀납과 가설에 의한 과감한 추론이라

고 보았다. 수학  추론은 연역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개별자 사

이의 연결성을 악하여 유추하는 창조  근

을 필요로 한다(Hoopes, 2008: 117-120). 이 연

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삼각형이라는 기본 도형

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도형을 상상하고, 

그 연결성을 확립하는 명확한 수학  개념과 

성질을 찾아 독창 인 유추를 완성하 다. 다

양한 유추가 완성될 때마다 스스로 성취감을 

표 하거나 서로 공유하면서 감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에서 ‘A:?::?:?' 유

형의 유추 과제는 수학  발견 경험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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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 ‘A:?::C:?’ 형태의 유추 과제

‘A:?::C:?’ 형태의 유추 과제는 학생들이 두 

상을 각각의 상이 속한 체계의 논의에 비

추어 분석하도록 하기 한 것이었다. 삼각형

과 유사한 도형을 찾아야 하는 첫 번째 과제를 

해결할 때 이미 사면체에 주목한 학생들도 있

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사면체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사면체의 한 꼭지 에서 내려

다보면 삼각형 모양이 된다는 등 피상 인 속

성에 의존하여 유추를 완성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앞의 두 과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유추

를 완성하는 것이 유용한지 악한 학생들은 

삼각형의 개념 는 성질에 주목하여 사면체와

의 유사성을 추론하고자 하 다. 

일부 학생들은 각각의 차원에서 각선 는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질에 주목하

고, 일부 학생들은 각각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선으로 만들어진 도형이라고 설명하 다. 이 

외에도 삼각형 자체 는 사면체 자체만을 

상으로 탐구했을 때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두 상 사이의 유사성을 규명하는 가운데 다

루어졌다.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 심 등은 

사면체의 맥락에서 공간  의미를 갖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사면체의 성질에 한 

활발한 추측이 이루어졌고,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맥락에 놓 다. 

특이할 만한 은 ‘A:?::C:?’에서 두 상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성질, 를 들어, 

각선이나 평행선의 존재성과 같은 성질을 이

용하여 유추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다(<표 4> 참조). 두 상 A와 C의 개념이나 

성질을 각각 이용하여 ‘A:B::C:D’ 형태로 유추

를 완성하기보다는 ‘A:B::C:B’와 같이 공통의 

성질을 이용하 다. 이는 Erdiniev와 한인기

(2005)가 제시한 유추  사고의 의미, 곧 한 

상에 하여 속성 x를 발견하면 다른 상도 

그 속성을 지닐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유추

 사고의 출발 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유추  사고를 함

양하는 재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학교수학에서는 사면체에 해 겉넓이와 부

피를 다룬다. 이번 연구에서 재아들이 추측

한 사면체의 성질은 하나의 구에 내 할 것이

고, 외 할 것이며, 무게 심이 존재할 것이라

는 등 다양한 것이었다. 스스로 만든 추측을 

증명하기 해 정사면체와 같은 특수한 사면체

에 해 확인해보고, 일반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찰되었다. 그러므로 ‘A:?::C:?’ 형태의 

유추 과제는 추측을 제기하고 스스로 정당화하

는 탐구 학습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

나의 상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확장하는 가운데 두 상을 탐구하는 경험은 

재아들에게 필요한 독창성과 논리성을 키우

는 기회를 제공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많

은 학생들이 정사 , 삼수선, 등의 개념을 만들

어낸 은 수학  발견에 참여한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A:B::C:?’ 형태의 유추 과제

고 인 유추 문제 구조인 ‘A:B::C:?’ 형태

의 과제를 제시했을 때, 재아들은 쉽게 유추

를 완성하 다. 모든 삼각형의 외심을 찾을 수 

있듯이 임의의 사면체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내었다. 

다만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에 주목하는가 는 

성질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근 방법에는 차이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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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들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

을 삼각형의 외심으로 정의하듯이, 여섯 개 모

서리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서 그 교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 다. 일부 학생들은 각 

면에 있는 외심을 지나는 직선이 한 에서 만

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일부 학생들은 한 

원 에서 임의의 세 을 택해서 임의의 삼각

형을 표 하듯이, 한 구 에서 임의의 네 

을 택해서 임의의 사면체를 표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다양한 시도만큼 다양한 탐구 결

과가 공유되고 논쟁의 상이 되었다.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 직선 

에 있지 않은”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원의 결

정조건을 찾아냈고 이를 확장하려고 노력하

다. 결국 한 평면 에 있지 않은 네 으로 

하나의 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이에 

해 탐구하게 되었다. 삼각형과 사면체를 매

개로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에 한 일반 인 추

측이 제기되고 그 정당성에 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A:B::C:?’ 형태의 유추 과제는 이미 상 A

에 한 성질 B의 계가 주어져있으므로, 

상 C에 해 그 계를 사상하면 유추를 완성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분명한 반면, 상 A

와 상 C를 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지, 

상 A의 여러 성질  왜 B를 택해 그 계를 

악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발 인 수학  발견을 자극하는 측면에서는 

제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Goswami(1989)

가 지 한 바와 같이 A, B, C를 둘러싼 충분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유추를 완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A, B, C에 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단하여 이 과제를 제시하 으며, 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은 다양한 근을 시도하여 의미 

있는 유추를 완성할 수 있었다. 

Ⅶ. 요약  결론

이 연구에서는 수학  발견의 주요 도구로 

강조되어 온 유추  사고를 재아들을 상으

로 한 교육에서 시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고 인 유추 문제는 유사한 두 상과 

각각의 상에 해 성립하는 성질을 비례식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네 항목  주어진 세 

항목을 토 로 한 항목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세 가지 형태의 

유추 과제를 제시하 으며, 각각의 유형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얻은 첫 번째 결과는 재아들

이 ‘A:?::?:?’ 형태의 유추를 완성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도형을 재개념화하고, 그 성질에 

해서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는 등 상화 단

계의 사고를 하 다는 것이다. 재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에는 피상 인 속성에 의존하여 

유추하려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유추  사고의 

발달 과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 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제 1>과 <과제 2>를 해결하면서 단순 속성

이 아니라 개념과 성질에 깊이 의존하여 유추

를 완성하게 되었으며, 도형과 그 성질의 집합

에 한 다양한 탐구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A:?::C:?’ 형태의 과제 역시 재

아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수학 인 발견을 경험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아들은 유추  

사고를 통해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의 비교, 개

념과 성질의 확장 등을 시도하 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성질인 B와 D에 의하여 유추를 완

성하기보다, 동일한 속성인 B를 찾아 해결하려

는 경향을 보 다. 그러므로 이 형태의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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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나에 한 자유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과제(<과제 1>, <과제 2>)와 고 인 유추 과

제(<과제 4>) 사이에 넣어 구조의 유사성을 

악하게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A:B::C:?’ 형태의 과제

를 해결하면서 정사 , 삼수선 등 새로운 개념

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제기한 추측에 

해 정당화의 필요성을 깨달아 완성하려고 노력

하 다. Corfield(2003)의 지 과 마찬가지로 학

생들은 새로운 개념이나 성질을 발견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당화 과정에서도 유추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악하 다. 

재아들에게 상  지식을 학습할 기회

(Johnson & Sher, 1997), 도 인 수학 문제에 

할 기회(Johnson, 1993), 창의  사고를 발

시키는 기회(Sheffield, 1999)가 필요하다는 것은 

선행연구로부터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이 연구

에서 사용한 세 유형의 유추 과제는 공간도형

에 한 탐구를 유발하고(<과제 3>), 기존에 알

고 있던 개념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게 하며(<과제 1>, <과제 2>), 명확하면

서도 간결한 성질을 찾아 독창 인 유추를 완

성하게 함으로써(<과제 1>부터 <과제 4>까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재아들이 짧은 시간에 유추  

사고의 유용성을 깨달아 극 으로 활용하

고, 그 결과 간단한 개념에 해서도 상화 

단계의 사고를 하 으며, 수학  발견을 경험

하게 되었다는 이 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요한 결과이다. 물론 유추  사고 능력에 따라 

수학  발견에 차이가 있었으며, 수학  발견

의 의미를 악하는 양상이 달랐다. 이는 재

아들이라고 해도 유추  사고의 수 과 양상이 

다르므로 다른 교육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추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여 용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어떤 형태의 유추 과제

를 어떤 비 으로 포함시키고, 과제에 반 할 

내용 요소에 따라 과제의 형태를 어떻게 달리 

할 것인지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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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Three Types of Analogy Tasks 

by the Mathematically Gifted 

Lee, Kyung 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werful role of analogical reasoning 

in discovering mathematics is well 

substantiated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thus, are 

encouraged to learn via in-depth exploration 

on their own based on analogical reasoning. 

In this study, 57 gifted students (31in the 

7th and 26 8th grade) were asked to 

formulate or clarify analogy. Students 

produced fruitful constructs led by analogical 

reasoning. 

Participants in this study appeared to 

experience the deep thinking that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made with 

analogies, a process equivalent to the one 

that mathematicians undertake. The subjects

* Key words : Gifted students( 재아), Three types of analogy tasks(세 유형의 유추 과제), 

Analogical Reasoning(유추  사고)

논문 수: 2009. 2.  3. 

논문수정: 2009. 2. 13.

심사완료: 2009. 2. 23.

had to reflect on prior knowledge and  

develop new concepts such as an orthogonal 

projection and a point of intersection of 

perpendicular lines based on analogical 

reasoning. All subjects were found adept at 

making meaningful analogues of a triangle 

since they all made use of meta-cognition 

when searching relations for analogies. In the 

future, methodolog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asks and teaching settings, 

measures to evaluate the depth of 

mathematic exploration through analogy, and 

research on how to promote education related 

to analogy for gifted students will enhance 

gifted student mathematics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