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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셀레이션 원리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백 선 수(대구대곡초등학교)
<국문초록>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에는 ‘도형 덮기’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
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도형 덮기에 내재되어 있는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탐구하기
보다는 단순히 도형을 덮어볼 뿐 중요한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셀레이션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러한 프로그램을 4학년 학생 6명에게 교수 실험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개
발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테셀레이션 원리 이해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테셀레이션 원리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테셀레이션 원
리라는 최종 목표뿐만 아니라, 중간 성취 목표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
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업 과정에서 당황이나 혼돈을 겪기도 하였지만, 초등학
생들도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나 일반 다각형 테셀레이션을 충분히 탐구할 수 있었
다. 또한, 본 논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테셀레이션 원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수학 교육 과정을 수립할 때나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때,
혹은 테셀레이션을 주제로 초등학교 수학 영재들을 지도할 때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테셀레이션, 도형 덮기, 중간성취목표, 초등수학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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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테셀레이션이란 욕실 바닥에 깔려 있는 타일처럼 어떠한 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
나 공간을 도형으로 덮는 것을 말한다(van de Walle, 2004; Billstein, Libeskind, &
Lott, 2001). 이와 같은 테셀레이션은 그 수학적 가치와 학생들의 흥미 유발로 인해
여러 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이것은 테셀레이션이 단순히 학습의 즐
거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학적 아이디어들을 내포하고 있고, 서로 다른
영역의 수학적 개념들을 통합하며 이미 배운 개념들을 복습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Orton, 1994).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테셀레이션을 수학과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변환 기하를 쉽
고 재미있게 다루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자
리 잡고 있다. 특히, 학교 수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규준(NCTM, 1989)에서는
5～8학년의 기하단원에서 다각형의 각의 성질과 넓이의 개념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활동을 권고하고 있고, 9～12학년에서는 기하를 통해 수학과 예
술사이의 창조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하는 기회로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준정다각형
테셀레이션, 일반다각형 테셀레이션, 에셔 타입(Escher-type) 테셀레이션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5학년 上)에서는 먼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임을 삼각
형을 옆으로 늘어놓아 띠 모양을 만들어 알아보도록 하고,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
름모의 테셀레이션을 다룬 다음, 일반 사각형 테셀레이션을 다루고 있는데, 그 수학
적 원리를 찾는 방법으로써 일반 삼각형 여러 개를 일직선으로 배열하여 띠 모양을
2개 만든 후 그 띠 모양을 서로 합쳐서 일반 사각형이 테셀레이션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서영숙, 2003,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의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테셀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직접적
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5-가 단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어진 도형을
덮을 수 있다. 한 가지 무늬를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무늬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5-가 단계]

"2. 무늬 만들기" 단원에서는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교육인적
자원부, 2006). 즉, ‘규칙(옮기기, 뒤집기, 돌리기)에 따라 무늬 만들기’, ‘한 가지 모양
조각(삼각형, 사각형)으로 도형 덮기’, ‘여러 가지 모양 조각(패턴블록)으로 도형 덮기’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2007년 2월에 개정․공표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4학
년에 아래와 같이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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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 활동은 단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위한 활동’이어서는 곤란하
다.”(백선수, 김원경, 2007)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도형 덮기 활동들을 분석해보면, 학
생들의 공간 감각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미 테두리가 주어진
모양에 단위조각을 덮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테두리에 착안하여 도형을 덮
음으로써 공간감각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형 덮기 활
동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단순히
도형을 덮어보는 활동으로 끝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중요한 수학적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여 학습해야 한다.”는 NCTM (2000, p. ⅸ)의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테셀레이션은 초등학생에게 지도할 수 없는 난해한 주제인가? 뒤에서도 언
급하겠지만,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도형 옮기기(돌리기)와 다각형의 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수학적 소양만 갖춘다면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주
제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주제가 도입된다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 흥미를 느낄 뿐
만 아니라, 수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학의 가치
를 이해하며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테셀레이션의 수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했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초등 수학교육과정을 수립
할 때나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때, 혹은 테셀레이션을 주제로 초등학교 수학 영재들
을 지도할 때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여 해결하고
자 한다.
(1)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2)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수실험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3)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테셀레이션의 원리 지도 방안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이론
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TAL 프로젝트에 관하여 살펴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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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셀레이션의 원리 지도 방안
본 절에서는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남승인과 백선수(2000), 백선수와 김원경(2007)의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백선수와 김원경(2007)은 임의의 삼각형보다는 임의의 사각형을 가지고 테셀레이션
하는 것이 그 원리를 재발명하기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임의의
삼각형으로 테셀레이션하게 되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조각 수가 사각형보다 많아 테
셀레이션의 원리를 발견하기 어렵고, 모든 사각형이 테셀레이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안다면 임의의 삼각형 2개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도
테셀레이션될 수 있음을 정당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의의 사각형을 이용하여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살펴보자. 테셀레이션의 원
리를 도입할 때에는 우선 학생이 스스로 임의의 사각형을 가지고 다양하게 평면을
빈틈이나 포개짐이 없이 덮어보는 ‘자유놀이’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유
놀이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 차례의
교수 실험을 해 본 결과, 학생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재발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
라서 교사는 학생이 현재하고 있는 활동 속에서 추구하고 하는 원리와 관련하여 생
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즉 “초점 질
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사각
형을 한 개 두고 길이가 같은 변이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변을 축으
로) 뒤집거나, (변의 중점을 중심으로) 반 바퀴 [그림 Ⅱ-1]G 사각형 2개 맞대기
돌리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각자 사각형의 네 꼭지점 중에서 한 꼭지점을 정한 후,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뒤집거나 돌려서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형을 반 바퀴씩 돌리면 완벽하게 테셀레이
션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테셀레이션을 만든 후에도 학생들은 스스로 테셀
레이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각형의 네 각을 각
각 서로 다르게 표시하도록 한다. 각각 표시한 후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발표시켰
을 때, 학생들은 “서로 크기가 다른 네 각이 한 꼭지점에 모였어요.”,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이니까 서로 다른 네 각을 모으면 항상 한 꼭지점을 빈틈없이 포개짐
없이 덮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각형으로도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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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삼각형의 경우에는 반 바퀴씩 돌려가면서 도형을 덮
는다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꼭지점을 3개
씩 2번 모아서 모두 6개의 꼭지점을 채울 수 있고, 삼
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므로 임의의 삼각
형은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다각형의 개수만 고려하면 된다. 따라

[그림 Ⅱ-2] 사각형 테셀레
이션

서 정다각형 중에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뿐
이다. 왜냐하면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한 각이 60°이므로)은 6개, 정사각형(한 각이
90°이므로)은 4개, 정육각형(한 각이 120°이므로)은 3개인데, 변의 수가 많아짐에 따
라서 정다각형의 한 각은 점점 크게 되지만, 한 꼭지점에 3개보다 적은 2개를 붙일
수 있는 정다각형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꼭지점에 2개를 붙이기 위해서는 한
내각의 크기가 180°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다각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TAL 프로젝트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TAL2)
프로젝트(van den Heuvel- Panhuizen, 2001)를 참조하였다.
가. 교수-학습 경로
1) 교수-학습 경로의 의미
TAL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면서 밟는 교수-학습 경로
(learning-teaching trajectory)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초등학교 말에 성취해야할 수학 성취 목표이다. 어떤 면에서
TAL은 그러한 목표로 향하는 길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수-학습 경로
란 학생이 수행할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학습 측면만 관
련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연결된 세 가지의 의미를 띤다.
∙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학습 경로(learning
trajectory)
∙ 학습 과정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교수 방법 혹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교수 경로(teaching trajectory)

YPG {hs㦖G ⍺◎⧖✲㠊G {G hG s㦮G 㟓㧦⪲G 㡗㠊⪲⓪G pG
hG {G G sT{G {Oᾦ㑮T䞯㔋G ἓ⪲G ㏣㦮G 㭧ṚG ㎇䀾G
⳿䚲P⯒G 㦮⹎䞲┺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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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교육과정들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지도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주
제에 관한 개요(subject matter outline)
2) 교수-학습 경로에 따른 교수법
교수-학습 경로는 특정한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학습 과
정이나 교수법도 각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유
치원생들은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더욱 잘 학습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들은 다른 과목과의 연결을 배제하지 않은 채 수학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배울 때 더
욱 잘 학습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경로의 연결성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복잡성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수-학습 경로를 기술하는데도 적용된다. 특정한 한계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서로
다른 교수-학습 경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그와 동시에 특정한
영역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수학의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을 다룰 때 측정영역과 관련된 넓이의
단위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거나, 합동인 삼각형 2개로 길이가 같은 변을 맞대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삼각형 2개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경험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나. 중간 성취 목표
1) 기준으로써의 중간 성취 목표
교수-학습 경로에서 기준으로 사용된 중간 성취 목표는 학생들의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평가 기준이 된다. 중간 성취 목표에서의 수준은 학생들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뿐만 아니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간 성취 목표는 평가를 위한 이와 같은 안내와 더불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
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학습 과정의 각 단계에서 교수 방법
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2) 교수-학습 경로와 목표와의 연결성
교수-학습 경로에 통합된 기준들을 중간 성취 목표로 만들었지만, 그것들을 일종
의 체크리스트처럼 분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목표들을 요약해 놓은 것은 특정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행동
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중간 성취 목표와 관련된 교수법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의도된 학습
과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위력을 갖지 못한다.
3) 중간 성취 목표와 일반적인 목표 사이의 일관성
교수-학습 경로에서 형성된 중간 성취 목표는 초등 수학의 일반적인 목표의 맥락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수학의 일반적인 목표는 일반적인 교육 목표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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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적인 핵심 목표와의 관계
범자연수 계산에 대한 교수-학습 경로에 통합된 중간 성취 목표는 국가에 의해 설
정된 초등학교 말의 수학과 핵심 목표를 보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발전시킨 것이다.
최종 목표와 중간 성취 목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며,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나
타낸다. 최종 핵심 목표처럼, 일련의 중간 성취 목표도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정한 한계 내에서 개인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중간 성취 목표와
최종의 핵심 목표가 서로 같다. 이러한 예로는 수를 세는 순서와 곱셈구구, 나눗셈구
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에 최종적인
핵심 목표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5) 융통성을 가지는 중간 성취 목표
최종적인 핵심 목표에서 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약간의 융통성을 갖는다면, 중간 성
취 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준의 본질은 중간 성취 목표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학년 말까지 학생들은 83-39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를 수 있다.
∙ 어떤 학생들은 암산으로 계산한다.
∙ 어떤 학생들은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 어떤 학생은 작은 간격으로 거꾸로 세기를 한다. (83, 82, 81, 80, 6을 더 빼면 74,
… 64, 54, 44)
∙ 어떤 학생은 보다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며 큰 간격으로 거꾸로 센다. (83-30,
53, 53-9, 44)
∙ 또한 어떤 학생은 독창적인 보상전략(compensation strategy)을 사용한다. (우선
40을 빼고 나서 1을 더한다.)
똑같은 문제가 맥락 문제(context problem)로 제시되면, 아동은 맥락과 연결된 전
략(context-connected strategies)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
한다. 원칙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모든 계산 방법과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한 방법과 전략이 더욱 자주 사용될 것이다. 수를 세어서 계산하는 학생은 셀 수 있
는 자료가 있다면 대개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83-39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특정한 시점에 학
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따라 성취목표를 정할 수 없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자체의 속성보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더욱 중요
하다. TAL 교수-학습 경로에서 다양한 수준들은 성취 수준(achievement levels)이라
기보다는 개념적 수준(conceptual levels) 혹은 이해 수준(levels in understanding)으
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자는 학생들이 특정한 유형의 문제들을 오류 없이 몇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에,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
는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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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분석
테셀레이션은 수학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교육, 디자인, 의류학 등에서도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백선수, 김원경, 2007). 한편, 최근에 백선수와 김원경
(2007)은 초등학교에서 영재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셀레이션의 수학적 원
리를 지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는데, 교사의 적절한 안내와 초점 질문
을 통해서 “보통의 초등학생들도 테셀레이션의 수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시
사점을 얻었다. 하지만, 백선수와 김원경(2007)의 테셀레이션에 관한 연구는 정규 수
업시간에 활용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테셀레이션의 지도 가능성을 알아
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테셀레이션의 수학적
원리를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장에서는 지난 2년간의 연구과정을 요약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연구 과정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년에 걸쳐 4번의 교수 실험을 실시하였다. 적용 시기 및 대상,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면 <표 Ⅲ-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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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 과정
구 분
1차
교수실험

시 기
YWW]년
\ൄ]월
중

대 상
\학년
학생
]명
교내
영재반
[ൄ]학
년 학생
X\명

주요

내용

일반 삼각형과 사각형 테셀레이션의 원리 지도
가능성을 탐색함백선수 김원경OYWW^P참조

1) 2차
교수
실험

G
YWW^년
Zൄ\월
중

2) 3차
교수
실험

YWW^년
]ൄ^월
중

\학년
학생
Z명

테셀레이션 원리 지도와 관련된 자료O목재나
l}h를 이용함P를 개발하여 교육자료전에 출품
함

3) 4차
교수
실험

YWW^년
XW월
X\일ൄG
Y\일

[학년
학생
]명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으며SG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
이 됨

단위 조각을 만들 때 색종이 Y장을 겹쳐서 [번
접어 맨 위의 색종이에 다각형을 그린 후SG 잘라
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탐구하도록 설계함

2. 연구 대상 및 기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늬 꾸미기’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될 것이므로, 4
학년 7개 반 중에서 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학급의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 6
명을 교수실험의 대상(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으로 삼았다. 이들은 이미 정규 교육과
정에 따라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것을 배웠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학습했다. 실험 대상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나 수학
적 성향 등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07년 10월 17일(화)부터 10월 25일(목)까지 아침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1차시씩 7차시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사후 평가는 11월 27일(화)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테셀레이션 원리를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과정 분석과 문헌검
토를 통하여 교수 실험에 투입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연구 문제 1), 개발된 프로그
램으로 교수실험에 투입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하며(연구 문제 2), 그러한 프
로그램의 적용이 학생들의 테셀레이션 원리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연
구 문제 3)를 탐색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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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문제 1(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을 해
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 테셀레이션 원리를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하
여 우선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 문헌을 검토하였다. 테셀레이션의 원리라는 최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고려하여 TAL 프로젝트처럼
중간 성취 목표를 추출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열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 연구 문제 2(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수실험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
한가?)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 연구 문제 1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수실험에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학생들이 사용
한 활동지와 수업 중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다. 연구 문제 3(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는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 학생들이 테셀레이션 원리를 모르는 상태
에서 실시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다각형에 대한 지필평가와, 프로그램 적용 후 1개
월 뒤에 실시한 지필평가의 결과를 비교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테셀레이션 원리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
지고 교수실험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발
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테셀레이션 원리 지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1. 테셀레이션 원리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교육과정 분석
수학 교과서의 5-가 단계 2. 무늬 만들기 단원과 관련된 제 7차 교육과정을 분석
해 보면 2개의 영역에서 <표 Ⅳ-1>과 같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교육과정
⓸䝉

<공간감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어진 도형을 덮을 수 있다.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 한 가지 무늬를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방법을 이용
ἐ㾍㉥Ḱٻ
하여 새로운 무늬로 만들 수 있다.
䚜㍌ <심화과정> 두 가지 종류의 무늬를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무늬로 만들 수 있다.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교육과정 요소들을 분석하여 추출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표 Ⅳ-2>에 제시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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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㜵㜡

␜᷸
가
가
4
나
5
가
3
나
5
가
3

도형
규칙성과
함수

⇨ٻ㟝
평면도형의 이동에서 공간 감각 기르기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내각의 크기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어진 도형 덮기
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늬 꾸미기
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늬 꾸미기

이와 같은 내용 요소들과 테셀레이션의 이론적 배경, TAL프로젝트에서의 중간 성
취 목표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면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ィₗ⛋₯G ⛨㏟G ᤣᐻඇ
∻‴㖳┧⚯G ィₗ⛋₯G ⛨㏟G ᳛⁴
–㕬G ィₗ⛋₯
㕬G ィₗ⛋₯
ඏ⛋ୗG ୰⚗G ᰗ⚛G ᤵ┋G ᧿ⓨG ᤣᐻඇ
㓀ጰ⛏G –㕬G Y୳
㓀ጰ⛏G 㕬G Y୳
❬ሻ㕬G ィₗ⛋₯
ィₗ⛋₯⚯G ୳ႧaG ᳛㒯ඇSG 㒳
–㕬G 㕬⚯G ဋ⚯G 㓀

᭗ඇSG ᏻ⤨ඇSG ጣᤃඇ

[그림 Ⅳ-1] 테셀레이션 프로그램의 설계
나. 프로그램 구성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전의 교수실험을 바탕으로 구성했는데, 학생들에게 삼각형과
사각형 테셀레이션을 바로 만들게 했을 때, 매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차시의 “길이와 같은 변을 맞대어 서
로 다른 모양을 만드는 활동” 즉, “중간 성취 목표”를 고려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중간 성취 목표는 매 차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있을 때마다 보다 쉬운 과제를
고안하여 그것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때에도 고려
하였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이론적 배경, 그리
고 TAL에서의 중간 성취 목표를 고려하였으며, 현행 교과서의 무늬꾸미기 단원이 7
차시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7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주요 내
용은 <표 Ⅳ-3>과 같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절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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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테셀레이션 프로그램의 구성
㵜㐐ڃٻٻ㯱㍌ڄ

㨰ٻ㥐

1
(1～2)

테셀레이션의 개념

2
(3～5)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3
(6～7)

변을 맞대어 모양
만들기

4
(8～9)
5
(10～11)
6
(12～13)
7
(14～15)

사각형
테셀레이션
삼각형
테셀레이션
실생활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 작품

㨰㟈ٻ䞐┍⇨ٻ㟝
∙반 친구를 다양하게 분류하기
∙에셔의 작품 분류하기
∙일상생활에서 테셀레이션의 예 제시하기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다각형 추측하기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 찾기
∙정다각형 테셀레이션과 넓이의 단위
∙합동인 삼각형(사각형) 2개를 길이가 같은 변끼리 맞
대어 다양한 모양 만들기
∙합동인 다각형을 맞대어 만들 수 있는 개수와 다각형
의 변의 수 사이의 관계 탐구
∙사각형 테셀레이션 만들기
∙사각형 테셀레이션의 수학적 원리 탐구
∙삼각형 테셀레이션 만들기
∙삼각형 테셀레이션의 수학적 원리 탐구
∙보도블록의 테셀레이션 원리 추측하기
∙보도블록 테셀레이션의 원리 찾기
∙미완성의 테셀레이션 작품을 완성하기
∙독창적인 테셀레이션 작품 만들기

2. 교수 실험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차시별로 교수실험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한다. 분
석의 초점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두었다.
가. 1차시: 테셀레이션의 개념
1) 활동 1: [그림 Ⅳ-2] 참조
㬅䙸G 㢌⓸

개념형성에 앞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분류해보

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활동은 새로운
개념을 형성시키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가
지고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Ẅ㍌G 㐘䜌

학생들에게 자신들을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분류하게 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안경을 쓴 친구
와 쓰지 않은 친구’, ‘모자가 달린 옷을 입은 학생과 그렇

[그림 Ⅳ-2] 프로그램 p. 1

지 않은 학생’, ‘쌍꺼풀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치마를 입은 학생과 그렇
지 않은 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머리카락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과 같이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경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때 교사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긴지 혹은, 여학생 중
에서 머리카락이 짧은 학생을 지명하며 그 학생의 머리카락이 짧은지를 판단해 보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는 사람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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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 혹은 ‘머리카락이 10㎝미만인 사람과 머리카락
이 10㎝이상인 사람’ 등으로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다.
2) 활동 2: [그림 Ⅳ-2] 참조
㬅䙸G 㢌⓸

학생에게 테셀레이션의 개념을 주입식으로 가

르칠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에셔의 작품들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테셀레이션의 개념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분류한 기준을 좀 더 정교
하게 다듬는다면 그것이 테셀레이션 개념이 될 것이다.
Ẅ㍌G 㐘䜌

학생들은 흑백으로 나타낸 작품과 그렇지 않 [그림 Ⅳ-3] 프로그램 p. 2

은 작품, 반복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 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곤충을 그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
품, 같은 모양이 겹쳐져 있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 등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교사는 같은 모양이 겹쳐져 있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 분류한 기준에 초점
을 맞추어, 같은 모양이 포개어져 있는지를 발문하고, 같은 모양이 포개어져 있지 않
음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빈틈이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빈틈이
없다는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그 다음에 나, 라, 바와 같이 빈틈이나 포개짐 없이 나
타내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약속하였다.
3) 익히기: [그림 Ⅳ-3] 참조
㬅䙸G 㢌⓸

앞의 활동 2에서 구성한 테셀레이션 개념을 적용․발전시키는 단계로써,

제시된 작품들을 보고 테셀레이션 작품을 찾고, 그 이유도 적어보도록 하였다.
Ẅ㍌G 㐘䜌

작품 ‘가’에 대해서는 6명의 학생이 모두 테셀레이션으로 인식한 반면에,

작품 ‘나’에 대해서는 모두가 테셀레이션 작품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작
품 ‘다’에 대해서는 2명의 학생이 테셀레이션 작품으로 인식하였고, 3명의 학생은 테
셀레이션 작품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 학생은 꽃들 사이에 빈틈이 있는 점에
서는 테셀레이션 작품이 아니고, 빈틈을 포함하여 정육각형 전체를 하나의 무늬로 생
각하면 테셀레이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작품 ‘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모두 빈틈이 있고, 모양의 크기가 같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테셀레이션 작품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선, 교사는 포개짐이 있는지에 대하
여 묻고, 포개짐이 없다는 반응을 얻었다. 그 다음으로 틈이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몇
몇 학생들은 무늬의 양 가장자리에 틈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교사는 양끝부
분을 그림에서와 같이 네모 틀 속으로 한정하지 말고, 무한히, 끝없이 펼친다고 생각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다. 그렇게 질문하자 학생들은 빈틈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테셀레이션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학생들은 크기가 같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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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테셀레이션이 아니라고 자신 없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테
셀레이션에 대한 약속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여, ‘모양이 똑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
음을 인식시키고, 작품 ‘나’도 테셀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작품 ‘다’에 대해서는 우선 테셀레이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테셀레이
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손을 들어보게 한 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재경이는 여기저기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테셀레이션 작품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에 비해 민경이는 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테셀레이션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교사는 한 학
생은 빈틈이 있다고 하였고, 또 한 학생은 빈틈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빈틈이 없는
지 그 이유를 캐물었다. 그러자 민경이는 “이것이 닫혀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라
고 반응하였다. 즉, 꽃을 둘러싸고 있는 정육각형을 하나의 무늬로 생각했을 때, 테셀
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테셀레이션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
도 있고, 테셀레이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적용하기: [그림 Ⅳ-3] 참조
㬅䙸G 㢌⓸

테셀레이션과 학생들의 경험을 연결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

는 테셀레이션의 예를 3가지 이상 들도록 하였다.
Ẅ㍌G 㐘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이불과 베게에 있는 무늬, 커튼에 있는 무

늬, 교실바닥, 벽지, 장판, 화장실의 타일 등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할 수 있었다.
나. 2차시: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1) 추측하기: [그림 Ⅳ-4] 참조
㬅䙸G 㢌⓸

학생들에게 수학적 원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스스로 추측하거나 가설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본 활동에서는 학생 스스로 추측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측하기” 활동을 설계하
였다.
Ẅ㍌G 㐘䜌

교사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테셀레이션의

개념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을 복습 [그림 Ⅳ-4] 프로그램 p. 3
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제시된 도형들 중에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도형을 선택하
고, 그 이유도 적어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사고할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들의
추측을 발표하게 하였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학생들의 반응을 종합했을 때, 학생
들은 테셀레이션될 수 있는 정다각형이나 일반 다각형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선택한 도형이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택한 도형을 여러
개 붙이면 빈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의 길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간단한

테셀레이션 원리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217

모양이기 때문에” 등으로 직관에 의존하여 대답하였다.
2) 되돌아보기: [그림 Ⅳ-4] 참조
㬅䙸G 㢌⓸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원리를 알려면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전에 배운 내용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학습에 기초가 되는 내용
을 다지고자 하였다.
Ẅ㍌G 㐘䜌

교사는 활동지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예를 통하여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하게 하였다. [그림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학생
은 정오각형의 내부에 한 점을 찍고, 그 점에서 각 꼭지점에 선분을 연결하여 삼각형
을 5개 만들고, 전체 각의 크기는 180°×5=900°이고, 따라
서 한 각은 900°÷5=180°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학
생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 삼각형을 3개 만든
후, 180°×3=540°이고, 따라서 한 각은 540°÷5=108°라는
결과를 얻었다. 두 학생의 반응을 칠판에 적은 후, 결과
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고, 어느 결과가 맞는지를 알아

[그림 Ⅳ-5] 정오각형의 내각

보게 하였다. 2명의 학생이 두 번째 구한 학생의 방법에 동의하였고, 1명의 학생은
첫 번째 학생이 구한 방법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었더니 학생들은 올바른 방법을 스스로 찾지는 못하였다.
교사가 두 번째 학생에게 540°를 구한 각을 각각 표시해 보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180°를 세 번 곱한 이유에 대해서도 탐구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먼저 발표했던 학
생에게 900°를 구한 각을 각각 표시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900°에서 정오각형의 내
부에 있는 점을 둘러싸고 있는 360°를 뺀 후, 5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
었다. 즉, (900°-360°)÷5=108°라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
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n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180°×(n-2)÷n뿐만 아니라 {(180°×n)³360°}÷n도 대안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3) 활동 1: [그림 Ⅳ-6] 참조
㬅䙸G 㢌⓸

그림과 부록의 (준비물 1)에 있는 정다각형 모양 조각들을 이용하여 테

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들을 모두 찾아보는 활동이다.
Ẅ㍌G 㐘䜌

학생들은 그림과 정다각형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정다각형들을 이어 붙

여서 한 꼭지점에 36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에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에서 정칠각형의 경우에는 한 각의 크기가 자연수로 나타내
지 못하므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하도록 하였는데 모두들 잘 계산하였
다. 어떤 학생은 정다각형의 각들의 합이 다각형의 변의 수가 1개씩 늘어날 때마다
180°씩 커진다는 규칙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규칙 이외에도 정다각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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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크기는 정다각형의 변의 수가 1개씩 많아짐에 따라
점점 커진다는 규칙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왜냐하
면 이와 같은 사실은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을 탐구하는데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한 후, 테셀레이션이 가능
한 정다각형들을 모두 찾도록 했을 때, 3명의 학생이 정삼
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이라고 올바르게 반응하였고, 나
머지 학생들은 시간 관계상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정다각형들만이 테셀레이션이 가능
한 이유를 그림이나 말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두 학생이 "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몇 번이라도 더해서 360°가

[그림 Ⅳ-6] 프로그램 p. 4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정십각형이나 정십이각형 등도 가능하냐고 물었
을 때,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
가 변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커진다는 규칙성에 주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었
다. 비록, 학생들 스스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 모두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육각형은 한 점에 3개가 모이고,
정다각형의 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 각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한 점에 정다각형이 2개가 모여야 테셀레이션이 가
능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각이 180°가 되어야 하
고, 한 각이 180°인 정다각형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테
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이 모두 3개임을 발견할 수 있
었다.
3) 활동 2: [그림 Ⅳ-7] 참조
㬅䙸G 㢌⓸

정다각형 테셀레이션과 넓이의 단위를 연관시

켜 생각해 보게 하고, 왜 넓이의 단위가 정사각형인지 그
이유를 탐구하도록 하였다.
Ẅ㍌G 㐘䜌

제시된 그림을 보고 테셀레이션이 불가능한

[그림 Ⅳ-7] 프로그램 p. 5

도형을 찾고, 각각의 도형의 개수를 세어보고, 넓이의 단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
하여 써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단계별로 제시된 발문에 답하면서 넓이의 단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우선 테셀레이션이 되어야 하고, 세기가 쉬워야 한다는 점을 쉽
게 발견하였다.
다. 3차시: 길이가 같은 변을 맞대어 서로 다른 모양 만들기
1) 활동 1: [그림 Ⅳ-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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㬅䙸G 㢌⓸

본 활동은 테셀레이션 원리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성취 목표로써, 합동인 삼각형의 길이
가 같은 변을 맞대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을 탐구
하도록 설계하였다.
Ẅ㍌G 㐘䜌

교사는 삼각형 2개를 이용하여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쪽을 맞대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을 만
들도록 했다. 이때, 뒤집거나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은 하
나만 만들도록 하였다. 몇몇 학생은 서로 다른 모양 6가지
를 모두 만들었음에도 또 다른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 따
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만든 모양 이외의 다른 모 [그림 Ⅳ-8] 프로그램 p. 6
양을 만들 수 없음을 밝히도록 하였다. 개인별 활동 → 짝
활동 → 전체 활동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사는 뒤집지 않고
반 바퀴 돌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이 3가지임을 학생
들과 함께 탐구하였다. 그 다음에 색깔이 서로 다른 삼각형은 한
삼각형을 뒤집어 옮긴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6명의 학생들 중
에 2명이 [그림 Ⅳ-9]와 같이 모든 경우를 찾았고, 나머지 학생들
은 서로 다른 모양을 모두 찾지는 못했지만, 3～5가지를 찾았다.

[그림 Ⅳ-9] 삼각

합동인 삼각형 조각 2개를 이용하여 길이가 같은 변을 서로 맞닿 형을 맞대어 모
게 했을 때, 학생들은 도형을 뒤집거나 (반 바퀴) 돌려서 서로 다 양 만들기
른 모양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의 “공간감각”을 길러줄 수 있고, 모든 경우를 따져서 그
가지 수를 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삼각형 조각을 돌려서 길이가 같은 변
을 맞닿게 했을 때 삼각형 2조각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학습
할 삼각형의 넓이(평행사변형 넓이의 1/2) 공식을 유도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활동 2: [그림 Ⅳ-8, 10] 참조
㬅䙸G 㢌⓸

본 활동은 사각형 2개를 맞대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을 찾도록 설계하였다.
Ẅ㍌G 㐘䜌

[그림 Ⅳ-10] 프로그램 p. 7

6명의 학생들 중에 4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모양 8가지를 모두 찾았다.

이는 앞의 삼각형을 가지고 활동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모양을 찾았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3) 활동 3: [그림 Ⅳ-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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㬅䙸G 㢌⓸

합동인 다각형 2개를 서로 길이가 같은 변을 맞대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의 개수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규칙을 찾도록 하였다.
Ẅ㍌G 㐘䜌

삼각형은 6가지, 사각형은 8가지임을

앞의 활동을 통하여 확인하고, 오각형은 몇 개일지를 추측해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
은 10가지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육각형, 칠각형에 대해서도 12가지, 14가지로 반응
하였다. 이와 같은 추측이 끝난 후, 길이가 같은 변을 맞대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
른 모양의 개수와 다각형의 변의 수 사이에는 “2배로 늘어난다.” 혹은 “(변의 수)×2
로 늘어난다.”등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교사는 “왜 서로 다른 모양의 수가 변의 수의 2배인지?”를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돌려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변의 개수와 같고, 또 뒤집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도 변의 개수와 같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라. 4차시: 사각형 테셀레이션
1) 활동 1: [그림 Ⅳ-11, 12] 참조
㬅䙸G 㢌⓸

삼각형 테셀레이션을 탐구하기 전에 사각형

테셀레이션을 먼저 탐구하도록 한 것은, 백선수와 김원경
(2007)이 지적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한편, 학생들이 사각형 조각들을 가지고 테셀레이션 작품
을 완성한다고 해서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초점 질문을 제시하였다. 우선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든 후,
사각형의 서로 다른 네 각을 각각 다르게 표시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해 보게 하고, 앞에서 만든 사각형 이외의 사 [그림 Ⅳ-11] 프로그램 p. 8
각형으로도 테셀레이션이 가능한지를 묻고 그 이유도 설명하게 하였다.
Ẅ㍌G 㐘䜌

학생들에게 활동지의 가운데에서부터 채우면서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들

도록 하였다. 교사는 궤간 순시하며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었다. 사각형을 옆으로만
배열하지 말고, 가로와 세로로 각각 4개 정도씩 배열하도록 하였다.
01 교사: 변과 변이 맞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02 소영: 뒤집었어요.
03 교사: 이것은 어떻게 했지?
04 학생: 그것은 반 바퀴 돌렸어요.
05 교사: 그럼, 모두 뒤집어서 만들어보거나, 모두 반 바퀴 돌려서 만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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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몇몇 학생들이 돌리거나 뒤집기를 혼합하여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이 테셀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비록 사각형
테셀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테셀레이션 원리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
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개입하였다.
06 교사: 자, 다했어요? (학생의 완성 작품을 보여주면서) 자, 이와 같이 다했죠? 다
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각형으로 왜 테셀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자, 여러분이 가진 사각형으로 테셀레이션이 되는 이유를 발표해 보자.
07 재우: 변이 똑같은 것끼리 자꾸 붙이니까 테셀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여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며, 원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직관에 의존한 답
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재발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동
지([그림 Ⅳ-12])를 나누어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08 교사: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각들을 표시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재
경이가 한 번 발표해 보자. 공통점이 뭐야?
09 재경: 각의 크기가 서로 다르며 중간에 꼭지점이 모이
는 원의 각의 크기가 다릅니다.
10 교사: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렇
죠? 각의 크기가 다 달라. 크기가 다른 각이 몇 개가 모
였어요?
11 학생들: 4개
12 교사: 4개가 모였죠. 4개가 모였고, 꼭지점에 모인 각
의 크기가 다르다. 자. 앞에서 만든 사각형 외에도 다른 [그림 Ⅳ-12] 프로그램 p. 9
사각형으로도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3 학생들: 네
14 교사: 왜 그렇죠?
15 민경: 테셀레이션을 만들 때 변과 변의 길이가 다르면 안 되는데, 모양, 길이가 같
으면 만들어본 사각형 이외에도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6 교사: 또 다른 의견?
17 교사: 자, 돌려서 테셀레이션을 해 보니까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각이 한 꼭지점에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각의 크기가 다른 이 네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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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생들: 360도
19 교사: 360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각이 모이면 360도가 되고, 그래서
한 꼭지점을 … 빈틈없이 채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사각형은 어떨까
요? 네 각의 합은 몇 도에요?
20 학생들: 360도. 아! 따라서 다른 모양의 사각형도 테셀레이션이 가능해요.
09에서 재경이가 말한 원의 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
은 [그림 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의 크기가 다른
네 각을 각각 표시했을 때 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각
의 크기가 다른 4개의 각이 한 꼭지점에 모였다는 사
실을 교사는 12에서 강조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사각형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15
에서의 민경이의 반응처럼 학생들은 사각형 테셀레이
션의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없었다. 교사는 16에서 민

[그림 Ⅳ-13] 사각형 테셀레
이션

경이의 반응이 직관에 의존한 막연한 느낌만을 말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학생에게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교사는 17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수학적 원리를 연결지을 수 있는 초점 질문 즉, 서로 다른 네 각의 크기의 합
이 몇 도인지를 질문하고, 학생들이 360°라고 대답하자 그 반응을 기초로 사각형 테
셀레이션의 원리를 유도하였다.
마. 5차시: 삼각형 테셀레이션
1) 활동 1: [그림 Ⅳ-14, 16] 참조
㬅䙸G 㢌⓸

합동인 삼각형을 이용하여 테셀레이션을 만들

고, 그 원리를 탐구하도록 하였다.
Ẅ㍌G 㐘䜌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사각형 테셀레이션에

대하여 복습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그림 Ⅳ-15]의 작품
처럼 비교적 쉽게 삼각형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난 후, 삼각형으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이유를 [그림 Ⅳ-14] 프로그램 p. 10
적어보도록 하였다.
21 교사: 왜 삼각형으로 테셀레이션할 수 있는지
누구 한 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재우가 손을 든다.)
재우!
22 재우: 왜 삼각형으로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
는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2개를 붙이게 되면 사

[그림 Ⅳ-15] 삼각형 테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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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이 되고, 사각형의 합은 360도가 됩니다. 사각형은 테셀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삼각형도 테셀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의 발표에서 재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사각형 테셀레이션의 원리에서 유추하여 삼
각형 2개로 사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삼각형 테셀레이션보다 사각형 테셀레이션을 먼저 지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반응이 있은 후에 삼각형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재
발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동지([그림 Ⅳ-16])를 나누어
주었다. 이 활동지는 사각형 테셀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앞
에서 만든 삼각형 테셀레이션 작품에 삼각형의 서로 다른
세 각을 각각 다르게 표시하게 하고, 앞에서 만든 삼각형
이외의 다른 삼각형도 테셀레이션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앞에서 발표한 재우의 영향을 받아
삼각형 2개를 붙이면 사각형이 되므로 삼각형도 테셀레이
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림 Ⅳ-16] 프로그램 p. 11

23 교사: 삼각형의 서로 다른 세 각을 각각 표시했을 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나
요?
24 정배: 한 꼭지점에 3가지의 각이 2번씩 나오고, 꼭지점을 이루는 각 중의 크기가
같은 각들은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25 교사: 그럼, 앞에서 만든 삼각형 이외의 다른 삼각형으로도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까?
26 학생들: 네
27 교사: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28 재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2개를 붙이면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은 테셀레이션이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삼각형도 테셀레이션이 가능합
니다(활동지 분석 결과 6명 중에 4명의 학생이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음).
따라서 교사는 아래의 대화처럼 또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묻고, 다른 방법으로 삼각
형이 테셀레이션이 가능함을 학생들 스스로 찾도록 하였다.
29 교사: 또 다른 의견은 없나요?
30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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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사: 그럼, 삼각형 테셀레이션에서 한 꼭지점에 몇 개의 삼각형이 모였나요?
32 학생들: 6개
33 교사: 6개 모인 각들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34 정배: 서로 다른 세 각이 2번씩 모여 있습니다.
35 교사: 서로 다른 세 각의 합은 몇 도입니까?
36 학생들: 180도입니다.
37 정은: 아하! 삼각형의 서로 다른 세 각의 합은 180도이
고, 그것이 두 번 있으니 360도! 따라서 모든 삼각형은 테
셀레이션이 가능하네요.
바. 6차시: 실생활에서의 테셀레이션 작품 분석
1) 활동 1: [그림 Ⅳ-17] 참조
㬅䙸G 㢌⓸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울퉁불퉁

하게 생긴 보도블록이 테셀레이션될 수 있는 이유를 학생
들 스스로 추측해 보도록 하였다.
Ẅ㍌G 㐘䜌

[그림 Ⅳ-17] 프로그램 p. 12

학생들의 반응은 “보도블록 하나는 끝이 볼록하게 되어 있고, 다른 하나

는 보도블록 끝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끼우면 될 것 같다.”,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
지만 퍼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서로 규칙성이 있어서 서로 들어맞는 것 같다.”와 같
이 직관적으로 대답하였고, 스스로 보도블록의 테셀레이션 원리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본 활동은 학생들이 당황이나 혼돈에 직면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본 것이다. 비록 학생들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었지만, 이와 같은 추측활
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2) 활동 1-1: [그림 Ⅳ-18] 참조
㬅䙸G 㢌⓸

보도블록의 테셀레이션 원리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으로 보도블록 네 장이 만나
는 곳에 각각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한 후
알게 된 사실을 적도록 하였다.
Ẅ㍌G 㐘䜌

보도블록 한 장은 직사각형을 변형하

여 만든 것임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직사각형의 각 변을
밀기(평행이동)하여 만든 것임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우
선, 보도블록 한 장과 같이 똑같은 모양을 단위조각이라고
약속하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질문들을 통해 학생

[그림 Ⅳ-18] 프로그램 p. 13

들은 단위조각을 만드는데 처음 도형의 변을 밀기를 통하
여 변형하였고, 그와 같은 단위조각을 평면 전체에 테셀레이션할 때에도 밀기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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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형을 옮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심화활동: [그림 Ⅳ-18]참조
㬅䙸G 㢌⓸

비교적 단순한 테셀레이션 작품을 통하여 단위조각을 만드는데 이용한

도형과, 그 도형을 이용하여 단위조각을 만드는 방법, 그
리고 단위조각을 옮기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Ẅ㍌G 㐘䜌

6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학생이 사각형을 이

용하여 단위조각을 만들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단위
조각을 만드는 방법도 밀기이고, 단위조각을 옮기는 방법
도 밀기(4명)임을 인식하였다.
사. 7차시: 테셀레이션 작품 만들기
1) 활동 1: [그림 Ⅳ-19] 참조
㬅䙸G 㢌⓸

테셀레이션 작품의 일부만 그려진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 규칙을 정해 색칠하도록

[그림 Ⅳ-19]프로그램 p. 14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능력과 초보적인
테셀레이션 창작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Ẅ㍌G 㐘䜌

학생들은 [그림 Ⅳ-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시된 미완성작을 보고, 작품을 완성하여 다양한 규칙으
로 색칠하였으며, 각각의 단위조각을 만든 원리나 단위조
각을 옮긴 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림 Ⅳ-20] 학생 작품

2) 활동 2: [그림 Ⅳ-21] 참조
㬅䙸G 㢌⓸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Ẅ㍌G 㐘䜌

학생들은 [그림 Ⅳ-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활동 1과 활동 2를 모두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것은 무리였다. 따
라서 활동 2의 경우에 작품을 다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완성하여 오도
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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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프로그램 p. 15

[그림 Ⅳ-22] 학생 작품

3. 테셀레이션 원리 이해 검사 결과
사전 검사는 학생들이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두 번째 교수실험의
추측하기 활동([그림 Ⅳ-4] 참조)을 할 때 실시하였다.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다각형을
선택하게 했을 때, 학생들은 <표 Ⅳ-4>와 같이 반응하였다.
<표 Ⅳ-4> 사전 검사에서의 반응
다각형

구분
선택한 학생 수
비율(%)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3

1

4

1

6

5

3

0

0

4

6

5

1

50

16.7

66.7

16.1

100

83.3

50

0

0

66.7

100

83.3

16.7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2/3 이상의 학생들이 다(직각삼각형), 마(직사각형),
바(마름모), 차(정오각형), 카(정육각형), 타(정팔각형)를 선택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에 의존하여 반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정다각
형은 모두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삼각형(라)과 일반 사
각형(자)은 테셀레이션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테셀레이션에 대한 수업을 받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전 검사에서 실시한 동일한
문제([그림 Ⅳ-4] 참조)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5>
와 같다. 사전 검사를 실시할 때 학생들에게 단순히 추측만 하도록 하였고, 그 문제
에 대한 풀이를 교수실험 기간 중에 언급하지 않았다. 아래 도형들 중에 불가능한 도
형은 ‘차’와 ‘타’뿐이다.
<표 Ⅳ-5> 사후 검사에서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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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테셀레이션 원리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를 t-검정하였다. 채점 방법
은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다각형을 올바르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1점을, 그리고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그 결과 <표 Ⅳ-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사후 검사결과가 유의수준이 0.001(<0.05)로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테셀레이션 원리 이해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Ⅳ-6> 사전․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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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교육활동은 단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속에는 중요한 수학적 원리나 법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재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테셀레이션 원리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테셀레이
션 원리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테셀레이션의 원리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비형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중간 성
취 목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셀레이션 원리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적용을 통하여, 비록 학생들
이 수업과정 중에 많은 당황과 혼동을 겪기도 했지만,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나 사각
형 테셀레이션의 경우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주제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테셀레이션 원리를
이해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실험한 것으로, 일반 학급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 학급에 본 연구에
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 적용하게 된다면, 준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나 반
정다각형 테셀레이션 등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심화 주제들을 영재프로그램이나 중등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하여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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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ample of the Developing Tessell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ek, SeonSu(Daegue Daegok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tessell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ome countries, there were programs to teach tessellation
principles. But in Korea, we don't have any programs to teach tessellastion
principles. Our students just cover pre-given shapes with figures(triangles,
quadrilaterals).
So, I developed tessellation programs for 7 school hours considering Koran
curriculum, tessellation principles, and intermediate attainment targets. Teach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six fourth graders who participated voluntarily.
Students had some obstacles to construct tessellation principles by themselves, but
they could do by teacher's focusing questions. The program was effective to
teach tessellation principles.
★ Key words: Tessellation, Covering with figures, Intermediate attainment
targets,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um

